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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사용자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고 적절한 기능을 구현하는 인체

친화형 전자소자가 각광받고 있다. 특히 실시간 헬스케어 분야가 성장함에

따라, 피부에 부착하거나 심지어 인체 내부에 삽입할 수 있는 전자소자를

개발함으로 인체의 건강상태를 실시간으로 진단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체 밀착형 의료용 전자소자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실리콘 기반의 전자소자의 경우 인체와 기계적 특성에서

큰 차이를 가지므로 사용자가 착용이 어렵고 움직임에 제약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또한 기존의 전자소자에서는 신체의 복잡한 곡률과 변형률을

고려하여 제작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생체 부착을 통한 정보획득

및 정보전달이 매우 불안정하다. 따라서 인체와 유사한 기계적 특성을

가지며 동시에 안정적인 전도가 가능한 신축성 전자소자의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

신축성 전자소자의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변형시에도

안정적으로 전류를 전달할 수 있는 신축성 전도체라 할 수 있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금속 배선의 형태를 물결모양 또는 말발굽모양으로

디자인하거나, 또는 미리 신축된 탄성기판 위에 금속을 증착하여 신축성

전도체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금속 기반 신축성 전도체의 경우, 

신축가능범위와 신축가능방향이 제한되므로 복잡한 변형특성을 가진

생체와는 여전히 기계적 격차가 존재한다. 이에 인체에 적합한 기계적

특성을 가진 전도성 젤이 기존 금속 기반의 신축성 전도체의 대체재로

주목받았으나, 내부에 존재하는 전도성 고분자 간의 연결이 불안정하여

전도도가 낮고 불안한정한 전류가 흐른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팀은 기존 금속 기반 신축성 전도체가 갖는 전기적 안정성과

전도성 젤이 갖는 기계적 특성을 모두 갖춘 새로운 형태의 신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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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체를 개발하였다. 젤을 구성하는 재료인 Polyacrylamide 를 접합체로

사용하여 전도성 고분자인 Poly(3,4-ethylenedioxythiophene)-

poly(styrenesulfonate) (PEDOT:PSS)간의 연결을 안정화한 나노섬유를

제작하고, 열처리 및 용매처리를 통해 높은 신축성과 전도성을 가지는

신축전도체로 제작하였다. 본 연구팀은 이 신축성 전도체를 구성재료와

구조에 기인하여 PEDOT:PSS/Polyacrylamide nanoweb 으로 명명하였다.

본 재료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기존 전도성 젤이 가지고 있었던 전류

노이즈나 전류의 이력현상과 같은 전기적 불안정성이 크게 개선되었고, 50% 

변형률로 10000 회 이상의 반복변형도 견딜 수 있어 기계적 안정성이

뛰어남을 확인하였다. 또한 물을 비롯한 용매 내에서 기존 젤이 가지고

있었던 팽윤현상이 일어나지 않아, 생체 내부와 같은 수중환경에서도

특성을 유지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PEDOT:PSS/Polyacrylamide 나노섬유를 얇게 필름 형태로

제작하여 유연기판 위에 부착하면 기계적 안정성이 뛰어난 투명전극과

이온센서의 활물질로 사용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기존 PEDOT:PSS 

필름을 이용한 투명전극의 경우 변형에 취약하여 반복변형 시 저항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반면, PEDOT:PSS/Polyacrylamide 나노섬유의 경우

전기적 특성은 유지하면서 50 만번의 반복 굽힘변형에도 저항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존 PEDOT:PSS 필름을 활물질로

사용하는 유기 전기화학 트랜지스터 (Organic Electrochemical 

Transistors, OECTs)에서 PEDOT:PSS 를 대신하여 PEDOT:PSS/

Polyacrylamide 를 활물질로 사용하였을 시, 이온검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팀은 기존 전도성 젤을 구성하는 재료를 나노섬유 형태로

제작하고 후처리 공정을 통해 신축성을 가지면서 기계적, 전기적 안정성이

향상된 신축성 전도체를 개발하였다. 또한 새로운 물질을 추가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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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신축성 재료의 구조를 제어함으로 신축성을 잃지 않고 동시에 전류

통로의 안정성 및 전자 이동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증명하여 새로운

신축성 전극제작의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본 재료를 활용하여

유연소자의 배선 및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재료로 활용 가능성과

잠재성을 제시하였다.

표제어: 신축성 전도체, 전도성 고분자; PEDOT:PSS,

Polyacrylamide 나노섬유, nanoweb, 고신뢰성, 고전자이동성,

팽윤저항성, 투명전극, 이온센서.

학  번:  2015-20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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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7 (a) Repeated On/Off test for confirmation of reliability. (b) 

Response according to On/Off cy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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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신축성 전자소자의 발전

2000 년대 초반 유기물 기반의 유연 디스플레이의 개발을 시작으로, 

유연 태양전지, 소프트 로봇, 유연센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형시에도

작동이 가능한 유연 및 신축성 전자소자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1.1-1.5] 다양한 변형이 가능한 신축성 전자소자는 기존

실리콘과 금속 기반의 단단한 전자소자로 제작하기 어려운 복잡한 구조

및 설치 장소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어 최근 차세대 소자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실시간 헬스 케어 분야의 성장으로 인해 사용자의 생체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고 적절한 대처 및 기능을 제공하는 인체 친화형

전자소자가 대두되면서, 인체와 유사한 기계적 특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우수한 생체친화성을 가진 신축성 전자소자의 개발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새로운 시장 전망 보고서인 “Geography - Trends & Forecast 

to 2015-2023”에 따르면, 신축성 전자소자의 시장규모는 2015 년 기준

3.4 억 달러로 추정되며, 2023 년에는 4.21 억 달러로 2015 년

시장규모보다 121.3%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1.6]

신축성 전자소자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전자소자를 구성하는 요소인

전극, 배선 등으로 사용 가능한 신축성 전도체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최근

신축성이 뛰어나고 전도성이 우수한 신축성 전자소자의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신축성 전자소자의 목적이 인체 친화형

전자소자라는 점에서 전도성과 신축성이 우수하면서 동시에 생체친화성이

우수하고 인체와 유사한 기계적 특성을 가지며 기계적, 전기적 신뢰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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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신축성 전도체의 개발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1.2. 신축성 전도체의 특성

신축성 전도체는 낮은 탄성 계수를 가지며 동시에 큰 탄성 변형 영역을

가진 전도체를 의미한다. 신축성 전도체를 정의하는 구체적 수치는 없지만,

신축성 전도체가 인체 부착형 및 삽입형 형태의 전자소자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라는 점을 감안할 때, 피부의 기계적 특성을 따라 1MPa 

이하의 탄성계수와 30% 이상의 인장범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전도체인만큼 1 S/cm 이상의 전도도를 가져야 하며, 신축 시에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해야 한다.

신축성 전도체를 정의하는 필수적인 특성은 아니지만 인체 친화형

전자소자의 구성요소로 필요한 특성으로 생체 친화성, 기계적 변형에 따른

전기적 둔감성, 팽윤저항성, 반복변형에 대한 신뢰성 등이 요구된다.

생체에 무해하고 부작용이 없는 생체 친화성 재료로 제조되어야 하며,

변형시에도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고 일정한 전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전기적 둔감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또한 생체 시스템이 물을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인체 부착형 또는 삽입형 전자소자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수중 환경에서도 팽윤되지 않고 기계적, 전기적 특성을 유지할

수 있는 특성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복잡하고 반복적인 변형에도 전기적, 

기계적 특성을 유지할 수 있는 신뢰성도 필요한 특성이라 할 수 있다.

Figure 1.1은 신축성 전도체에 요구되는 특성을 정리한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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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The demanded characterisitics for stretchable 

conductor. Mechanically; stretchable, reliable. Electrically; 

highly conductive, stable. Mechano-electrically; strain-

insensitive. Environmentally; unswollen, bio-compat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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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신축성 전도체의 종류 및 장단점

앞서 신축성 전도체를 개발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다양한

신축성 전도체가 존재하지만, 신축성을 가진 전도체를 구현하는 방식에

따라서 크게 금속의 구조제어를 통한 방식, 신축성 기판 위 증착하는 방식, 

물성적으로 인장이 가능한 전도성 물질을 제조하는 방식, 이렇게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3.1. 금속의 구조 제어를 통한 신축성 전도체

금속은 가장 오래되고 일반적인 전도체로 사용되어 왔다. 금속은 원자간

금속결합으로 인해 자유전자가 형성되며, 이로 인해 높은 전기 및 열

전도도를 갖게 된다. 일반적으로 금속의 전기 전도도는 106 S/cm 정도로

다른 전도성 재료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더불어 금속을 기반으로한

여러 공정이 고도화 되어있어 복잡하고 미세한 구조를 가지도록 제작이

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매우 정교하고 복잡한 구조를 가진 전자소자의

배선 및 전극의 재료는 대부분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금속은

탄성 변형 영역이 약 0.5%로 매우 좁으며, 그 이상 인장 시 소성변형이

일어나게 되므로. 신축성 전도체의 재료로는 부적합한 물성을 가지고 있다.

금속 기반 전도체에서 신축 특성을 구현하기 위해 가장 간단한 방법은

구조를 제어하는 것이다. 기존의 얇은 박막의 경우 굽힘변형에 대해 견딜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게 되지만 수평 방향으로의 신축이 어렵다. 따라서

수직방향으로 요철이 존재하는 물결 형태의 금속박막을 제작하여 수평

방향으로의 신축이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또는 수평방향으로 배선의

모양이 말발굽모양의 패턴이 반복되도록 제작하여 수직방향의 요철

없이도 신축이 가능한 금속 전도체를 제작할 수 있다.[1.7] (Figur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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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Stretchable conductor based on structurally 

designed metal. (a) Wavy structure based (b) Repeated hoof 

structure based.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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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의 구조를 제어하는 방식은 전도도가 매우 뛰어나고 30% 이상의

신축성을 가지는 전도체를 구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초기에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물성적으로 금속은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신축범위 및

신축방향에 구조적인 제약을 받아 인체와 같이 복잡하고 다양한 변형이

일어나는 환경 안에서는 사용이 제약된다.

1.3.2. 신축성 기판을 이용한 신축성 전도체

신축성 전도체를 제작하는 두번째 방법은 신축성 기판 위에 전도성

물질을 증착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신축성 물질의 구조를 직접 제어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하게 제작이 가능하며 금속구조제어 방식보다 더

큰 탄성영역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Polydimethyl-

siloxane(PDMS)을 신축성 기판으로 사용한다. 성형성과 신축성이

뛰어나며, 투명하고, 인체에 무해하며, 불연성 재료이기 때문에 신축성

소자의 기판으로서 활용성이 뛰어나다. 그러나 반드시 PDMS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특성에 따라 ecoflex, polyurethane 등과 같은

신축성 고분자를 사용하기도 한다.

신축성 기판을 이용한 방식은 증착 물질에 따라 크게 금속과 전도성

고분자로 나뉘며, 처리 방식도 증착 물질에 따라 다르다. 먼저 금속의

경우 물성적으로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금속의

디자인을 제어하거나 또는 금속을 나노섬유 또는 나노입자의 형태로

제작하여 증착한다. 금속을 나노섬유 또는 나노입자로 제작하여 증착하는

경우 다양한 침투 전도통로(percolated paths for conduction)가 형성되어

인장 시에도 전류가 끊기지 않고 흐를 수 있는 통로가 존재할 수

있다.[1.8] 

증착 물질이 전도성 고분자인 경우, 금속에 비해서는 탄성 변형 범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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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지만 신축성 고분자에 비해서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므로(εf=2%), 

Figure 1.3  Stretchable conductor by depositing conductive 

materials on stretchable substrate. (a) Silver nanowire 

deposited PDMS (b) Plasticizer-treated PEDOT:PSS deposited 

on PDMS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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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기판을 당긴 상태에서 증착을 시행하여 당겨진 범위 안에서는

인장시에도 안정적으로 전도를 가능하게 하는 방식[1.9] 또는 전도성

고분자에 신축성을 부여하는 가소제(plasticizer)를 첨가하여 신축성

기판과 같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존재한다.[1.10]

그러나 신축성 기판을 이용한 신축성 전도체의 경우, 거대 변형 시

금속간 모든 전도통로가 끊어질 수 있으므로, 특정 인장 범위 전까지는

안정적인 전도가 가능하나 그 이상의 범위에서는 급격히 불안정해진다는

단점이 있다. 

1.3.3. 재료의 물성으로 신축성을 가진 전도체

마지막으로 재료 물성상 탄성변형이 가능한 전도체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탄성체(elastomer)는 부도체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탄성체 내부에 전도성 고분자나 이온 및 액체 금속을 삽입하여

전도성을 부여할 수 있다.

먼저 탄성체 내부에 빈 공간을 만들고 액체 금속을 채우는 방식으로

신축성과 전도도가 뛰어난 신축성 전도체를 제작할 수 있다. [1.11]

액체이기 때문에 탄성체의 신축범위가 전도체의 신축 범위를 결정할 만큼

신축성이 좋다. 또한 금속기반이기 때문에 전도도 또한 매우 우수하다.

그러나 액체 금속이 매우 유독하기 때문에 인체 친화형 전도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음은 이온이나 전도성 고분자를 젤 안에 채우는 방식이다. 젤은

탄성체 특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친수성을 가진 물질이다. 이에 생체

적합성이 우수하고 인체와 기계적 특성이 매우 유사하므로 인체 친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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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체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젤 자체가

전도성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온이나 전도성 고분자와 같이 전하를

  

Figure 1.4  Inherently stretchable conductor. (a) Liquid metal 

inside ecoflex (b) Ionic gel conductor (c) PEDOT:PSS-

Polyacrylamide organogel.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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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할 수 있는 물질을 내부에 채우는 방식으로 전도체를 구현할 수 있다.

이온을 주입한 경우 젤의 투명도와 생체 적합성을 유지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높은 전도도를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교류 전압

하에서만 구동이 가능하다는 점과 인장 시 저항 증가율이 크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1.12] 반면에 전도성 고분자를 젤 내부에 채운 경우 전도성

고분자로 인해 투명도는 잃게 되지만, 전자 기반 전도체이기 때문에

직류전압 하에서도 구동이 가능하며, 변형에 따른 저항 증가율이 낮기

때문에 인체 친화형 전도체로서 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1.13]

그러나 전기 전도도가 금속 기반 전도체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반복변형

시 전류 이력이 발생하며, 수중에서 팽윤이 일어나 전기적, 기계적 특성이

퇴화 된다는 점은 전도성 고분자 젤이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1.4. 본 연구의 목표

앞서 기존 신축성 전도체의 종류 및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각각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인체 친화형 전자소자를 구현하기 위한 전도체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이 남아있다.

본 연구팀은 전도성 고분자 젤을 구성하는 재료를 이용하여 전기

전도도와 환경 안정성이 향상된 새로운 형태의 신축성 전도체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하였다. 기존의 금속 기반 전도체의 경우 생체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존재하며, 재료 물성상 신축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근본적으로

인체와 기계적 불일치에 의한 결함이 발생하기 때문에 생체 안정성이

확보되고 동시에 인체와 기계적 특성이 양립 가능한 재료를 이용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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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성 고분자 젤의 경우, 젤을 구성하는 polyacrylamide는 신축성이

우수한 재료인 반면, 내부에 존재하는 전도성 고분자는 상대적으로

뻣뻣하며 신축성이 없어 둘 간에 기계적 불일치가 존재한다. 따라서

전도성 고분자가 젤 내부에 잘 연결이 되는 경우 전도성은 우수해지지만

그만큼 기계적 불일치가 두드러져 변형 시에 전류 이력현상이나 노이즈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젤은 수중에서 물을 머금고 팽윤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전도성 고분자 간의 연결이 멀어지게 되어 전기 전도도의 퇴화를

야기한다. 동시에 젤이 지탱해야하는 물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기계적

특성도 떨어지게 된다.

본 연구는 전도성 고분자 젤의 신축 및 생체적합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전도성 고분자의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 전도성 고분자간의 연결을

안정화하고 동시에 결정화도를 높여 전도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새로운 물질을 첨가하기보다 구조제어를 통해 전도통로를 잘

형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였으며, 동시에 젤이 가지고 있었던 수중

팽윤 현상을 억제할 수 있는 재료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1.5. 본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총 6개의 장으로 이루어졌다. 2장에서는 전도성 고분자인

PEDOT:PSS와 젤을 구성하는 재료인 polyacrylamide에 대해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동시에 나노섬유를 제작하는 대표적 방법인 전기방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PEDOT:PSS/Polyacrylamide

나노섬유를 제작하는 방법과 나노섬유를 기반으로 만든 신축성 전도체 및

얇은 나노섬유박막을 이용한 투명전극과 이온센서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더불어 나노섬유 기반 전도체의 미세구조, 기계적 특성,

전기적 특성, 광학적 특성, 수중 안정성 특성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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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하고자 한다. 4장에서는 PEDOT:PSS/Polyacrylamide 나노섬유 기반

신축성 전도체인 PEDOT:PSS/Polyacrylamide nanoweb의 특성

분석결과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를 적용하여 구현한 간단한 신축성

전자소자를 보여주고자 한다. 5장에서는 나노섬유를 얇은 박막 형태로

제작하여 만든 투명전극의 특성분석 결과를 소개하고, 유기 전기화학

트랜지스터에서 활물질로 활용 가능함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결과들을 요약하고 향후 PEDOT:PSS/Polyacrylamide 

나노섬유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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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PEDOT:PSS 전도성 고분자

2.1.1. 도입

전도성 고분자는 1977년 Alan J. heeger, Alan G. MacDiarmid, Hideki 

Shirakawa에 의해 처음 소개된 물질이다. 이들은 polyacetylene을 부분

산화시키게 되면 금속성 전도성 재료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여

2000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게 된다. 이후 polypyrrole, polythiophene, 

polyphenylene vinylene, polyphenylene, PEDOT:PSS 등 다양한 전도성

고분자가 개발되었다.

그중에서도 PEDOT:PSS 또는 poly(3,4-ethylenedioxythiophene):

polystyrene sulfonate는 높은 전기 전도도와 용액 공정이 가능하다는

점으로 인해 다양한 전자소자분야에 활용되고 있는 전도성 고분자이다.

PEDOT은 P타입 반도체로 홀(hole)이 주요 전하 전달체(charge 

carrier)로 존재하며, 전하 중립을 맞추기 위해 음전하를 가진 도펀트가

필요하다. 동시에 PEDOT의 경우 여느 전도성 고분자와 같이 소수성

물질이기 때문에 물 기반 용액 공정이 어려우므로, 친수성을 부가할 수

있는 물질이 필요하다. PSS는 이러한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 최적의

물질이다. PSS는 친수성 고분자이며 물에서 음전하를 가진 상태로

이온화된다. PEDOT과 PSS를 결합하게 되면, PEDOT 내부의 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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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친수성인 PSS는 바깥쪽에, 소수성인 PEDOT은

안쪽에 주로 분포하는 core-shell구조를 형성하여 수용액 내부에 분산된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 이를 통해 용액 공정이 가능하게 되어 다양한

전자소자에 적용하기 용이하다.

PEDOT:PSS의 특성 및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서, 본 장에서는

PEDOT:PSS를 제조하기 위한 화학적 합성 과정과 분자구조를 소개하고, 

PEDOT:PSS 박막의 미세구조 및 기계적, 전기적 특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솔벤트 도핑을 통한 PEDOT:PSS의 전기전도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2.1.2. 합성법 및 분자구조

PEDOT:PSS는 단위체인 EDOT을 PSS가 있는 상태에서 중합하여

만든다. 양전하를 띈 홀을 가진 PEDOT은 음전하를 가지고 있는 PSS와

전기적 인력으로 붙어 있게 되며, 수용액 내부에서 core-shell형태로

분산된다. 일반적으로 분산된 PEDOT:PSS 입자에서 PEDOT과 PSS의

질량비는 1:2.5에서 최대 1:20까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음전하를 띤 PSS고분자가 PEDOT에 비해 충분히 존재하므로, PEDOT은

양전하를 가진 상태로 안정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PEDOT:PSS 합성을 위해 사용하는 용매는 물이다. 물은 무해하며,

비활성이며, PSS가 고르게 분산되기 때문에 합성용매로 사용된다. 반면에

EDOT의 경우 물에 거의 녹지 않는다. 20°C에서 0.2g의 EDOT이

100mL의 물에 녹을 정도로 작은 용해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먼저 산성물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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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OT의 중합을 도와주는 촉매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적절한 산성을

띄도록 조절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 중합반응을 일으키는 산화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sodium persulfate나 ammonium 

persulfate와 같은 peroxodisulfates를 사용한다.

Figure 2.1은 일반적인 PEDOT:PSS 중합법을 설명한 것이다. 먼저,

PSS를 충분히 물에 녹여 이온화한다. 그리고 EDOT 단위체와 산화제인

sodium persulfate를 수용액 안에 분산 시킨 후, 소량의 HCl 용액을

중합반응 촉매로 첨가한다.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EDOT은 산화되고

PEDOT로 중합된다. 이 때 음이온을 가진 PSS가 PEDOT을 양전하를

띄도록 유도하게 되고, 둘 사이에 전기적 인력으로 core-shell구조를

이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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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The synthetic process for generating PEDOT:P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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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미세구조

PEDOT:PSS는 양전하를 가진 PEDOT과 음전하를 가진 PSS의

결합으로 인해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합성된 PEDOT의 경우 짧은

고분자 사슬을 가지고 있다. PEDOT의 분자량은 대략 1,000에서 2,500 

Da으로, 이는 6개에서 18개 사이의 단위체가 결합한 저중합 형태라 할

수 있다. 반면 PSS 고분자의 경우 대략 400,000 Da의 분자량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PEDOT보다 훨씬 길고 무겁다. PSS 고분자 사슬이

음이온 형태로 물에 쉽게 분산되기 때문에, 양전하를 띤 PEDOT이

PSS와 전기적 결합을 이루게 된다. 일반적으로 PSS의 양이 PEDOT의

양보다 많기 때문에, PEDOT과 전기적 결합을 이루지 않은 PSS의 경우

상호간에 수소결합을 이루게 된다. 수용액 상태에서 PEDOT과 PSS가

전기적 결합을 이루고 있는 영역은 상대적으로 PEDOT에 의해 소수성

특성이 많으므로 내부로 들어가게 되고, PSS간의 수소결합이 있는 영역은

친수성 특성이 뛰어나므로 바깥쪽으로 나오게 되어 core-shell과 같은

형태가 관찰된다.

PEDOT:PSS의 미세구조는 Figure 2.2에 나타나있다. PEDOT:PSS은

core-shell구조를 이루는데, core의 경우 PEDOT이 많아 PEDOT-rich 

core로 불린다. 반면에 shell의 경우 PSS의 고분자층이 이루어져 있어

PSS shell이라 불린다. PEDOT-rich core의 내부에는 PEDOT이

임의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며, PSS shell의 경우에는 PSS 간의 수소결합이

강하게 이루어져 있어 core를 감싸는 층을 형성한다. PEDOT:PSS core-

shell 구조의 크기는 PEDOT과 PSS의 질량비에 따라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PEDOT과 PSS간의 질량비가 1:2.5인 경우, core의 크기는

40~100 nm 정도이며, shell의 두께는 5~10 nm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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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는 PEDOT과 PSS간의 질량비에 따라 바뀔 수 있다. PEDOT:PSS의

미세구조는 원자현미경(Atomic Force Microscope, AFM)의 tapping 

mode를 통해 관찰이 가능하다. Figure 2.3은 AFM을 통해 관찰한

PEDOT:PSS 박막의 모양이다. 밝은 영역은 PEDOT-rich core를,

어두운 영역은 PSS shell을 나타낸 것이다. 이는 core와 shell을 측정할

때 점도가 다른 것에서 기인한 결과이다.



2. 이론적 배경

19

Figure. 2.2 The illustration of PEDOT:PSS morphology. 

PEDOT:PSS is mainly composed of a PEDOT-rich core and a 

PSS-sh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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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 The illustration of PEDOT:PSS morphology. 

PEDOT:PSS is mainly composed of a PEDOT-rich core and a 

PSS-shell.

PSS shell

PEDOT-rich 
core

25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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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기계적, 전기적 특성

PEDOT:PSS 기반 신축성 전도체를 제작하기에 앞서 PEDOT:PSS의

기계적 물성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전에 인장실험을 통해

PEDOT:PSS 박막의 인장강도, 탄성 계수, 푸아송 비를 확인한 바가 있어

이를 참고하였다.[2.1] Figure 2.4에는 PEDOT:PSS 박막의 응력-변형률

곡선이 나타나있다. 변형률이 증가함에 따라 인장응력이 점점 증가하다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포화상태에 이른 후 파손되었다. 습도에 따라

PEDOT:PSS의 기계적 특성이 변하는데, 습도가 높을수록 친수성 특성을

가진 PSS가 대기 중 습기를 머금고 팽윤이 일어나게 되어 인장특성이

향상된다. 따라서 습도가 높을수록 응력 변형률 곡선이 점점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는 팽윤에 의해 PSS간의 결합력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일반적 실내 습도인 30%에서 PEDOT:PSS의 탄성 계수는 3GPa으로

PI나 PET와 유사하며, 탄성 변형률은 2%, 부아송 비는 0.34이다. 이는

기존 신축성은 없지만 유연기판으로 사용된 고분자와 유사한 특성이다.

PEDOT:PSS는 전자이동을 통해 전류가 흐르는 전도성 고분자이다.

PEDOT 사슬 내 thiophene 고리간의 π결합에 존재하는 홀전자가

전하전달체 역할을 수행하며, 음으로 대전된 PSS는 PEDOT이

안정적으로 양전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펀트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PSS는 전기적으로 부도체이다. 앞서 미세구조를 통해 관찰했듯이 PSS는

shell에 PEDOT은 코어에 주로 분포하게 되는데, 따라서 PSS가

PEDOT-rich core들 사이에 홀전자의 이동을 방해하는 전기적 장애물로

존재하게 된다. 이로 인해 PEDOT:PSS 박막의 전도도는 1 S/cm의 낮은

값을 가진다. PEDOT:PSS을 통해 흐르는 전류는 variable range hopping

(VRH) 모델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2.2] VRH는 저온에서 무질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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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을 통해 국지적으로 존재하는 전하전달체에 의한 전류를 설명하는

모델이다. 따라서 PEDOT-rich core가 무질서하게 산포되어 있는

PEDOT:PSS 박막의 경우 VRH모델로 해석하기 적합하다. VRH모델의

경우 온도에 따라 재료의 전도도가 결정되며 그 식은 다음과 같다.

ρ = ρ� ∙ exp ��
��

�
��
�

                     (1)

ρ� 는 infinite 온도( �� )에서의 비저항. �� = 16ξ�/(���(��))으로, ξ 는

국한 길이(localization length), �(��)는 페르미 에너지에서 상태 밀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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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PEDOT:PSS film. (a) 

Stress-strain curve (b) Young’s modulus (c) poisson’s ratio (d) 

Tensile strength (e) Yield strength (f) Total strain (g) Elastic 

strain at different levels of humidity.

(a)

(b) (c)

(d) (e)

(f)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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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이차 도핑

앞서 PEDOT:PSS의 전기 전도도가 부도체의 특성을 가진 PSS에 의해

낮아지는 것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PEDOT:PSS의 전기 전도도는 화학적

첨가물을 통해 향상될 수 있는데 이것을 이차 도핑(secondary doping)이

라 부른다. 이러한 화학적 첨가물은 높은 유전율을 가지고 있는 유기용매

(dimethyl sulfoxide (DMSO), dimethylformamide (DMF))나 또는 극성

유기용매(ethylene glycol, glycerol, sorbitol)로, 이를 첨가할 시 전도도

가 급격하게 상승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5wt%의 DMSO 첨가 시, 전기

전도도는 800 S/cm로 처리 전 PEDOT:PSS 박막에 비해 약 1600배 정

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이러한 전기 전도도의 큰 증가는 PEDOT:PSS의 분자형태 변화에 따른

것이다. 이차 도핑 전 PEDOT:PSS의 경우, 전도성을 가진 PEDOT은

core 내부에서 무작위로 분포되어 있다. 이는 PEDOT이 얽혀있는 PSS 

사슬과 전기적 결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 이차 도핑용 유기용매

를 첨가하게 되면, 이러한 전기적 결합력이 유기용매에 의해 약화되고

PEDOT은 비교적 자유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되어 π-π 결합에 의한 결

정화가 일어나게 된다. Figure 2.5는 이차 도핑에 의한 PEDOT의 결정화

도가 증가한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이다.[2.3] PEDOT 결정은 직방정계

(orthorhombic)이며, 격자길이는 a=14.0 Å, b=6.8 Å, c=7.8 Å이다. 결정

화도가 증가하게 되면 전하 전달체의 이동성이 향상되며, 따라서 전기 전

도도 역시 상승하게 된다. 이차 도핑의 효과는 도핑용 용매가 제거되어도

영구적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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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5 (a) XPS S 2p spectra of PEDOT:PSS before and 

after the addition of 3 wt% DMSO and 7 wt% EG (b) 

Schematic model of structural modification in PEDOT:PSS

with the addition of co-solvents.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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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Polyacrylamide

2.2.1. 도입

Polyacrylamide (PAM)는 acrylamide를 단위체로 중합한 고분자이다.

PAM은 하나의 긴 사슬 형태로 중합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교차결합을 통해 젤 형태로 제작된다. 보통 파우더나 액체에 풀어진

상태로 제작되기 때문에 용액이나 유화중합체로 분류된다. 종종

polyacrylamide라 불려지지만, 실제는 다량의 acrylamide와 acrylic 

acid와 같은 소량의 이종 화학물질로 이루어진 공중합체 (copolymer)인

경우가 많다.

PAM의 대표적 특징은 물을 잘 흡수하며 수화를 통해 젤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젤은 교차중합체 내에 상당부분이 액체로 이루어져 있으나 정상

상태(steady-state)에서 흐르지 않는 특성을 가진 재료를 의미한다.

고체와 같이 구조가 유지되지만 액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전해질과 같은 액체기반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재료로 고려된다. 또한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진 인체를 고려할 때, 젤의 구조는 생체 시스템에

매우 유사하며 젤의 뛰어난 신축성으로 인해 기계적 특성 역시도 생체

시스템에 매우 적합하다. 따라서 PAM은 콘택트 렌즈와 같은 생체

부착형이나 또는 줄기세포를 배양하여 손상된 부위를 치료하는 생체

삽입형 재료와 같은 의학용 재료로 각광받고 있다. 또 흡수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땅에 심어 홍수 시에 물을 흡수하고 건조할 때 물을 배출하여

토양의 질을 향상시키는 재료로도 사용된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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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PAM의 대표적 특징으로 응집효과가 있다. 물에 존재하는

부유물을 응집시켜 콜로이드 입자로 가라앉아 물을 정화하는 특성으로,

이를 이용하여 오수를 처리할 때 사용되기도 한다.

2.2.2. 합성법 및 특성

Polyacrylamide는 단위체인 acrylamide를 첨가 중합한 고분자를

통칭하여 부르지만, polyacrylamide 사슬의 길이에 따라 그 특성이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polyacrylamide는 용액 중합(solution 

polymerization)을 통해서 제작하는데, 길이가 길수록 용액의 점성이

높아지고 응집효과가 좋아진다. 

중합반응에는 크게 단계 성장 중합(step-growth polymerization)과

사슬 성장 중합(chain-growth polymerization)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단계 성장 중합의 경우 각 단위체마다 2개 이상의 결합부위가 존재하여

각각 단위체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중합을 일컫는다. 모든 단위체에서

반응이 동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빠르고 사슬길이를

제어하는 것이 어렵다. 반면 사슬 성장 중합의 경우 개시제를 통해

반응성을 획득한 단위체에서만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반응이 느리다. 따라서 중합 속도 제어가 비교적 쉽고 사슬길이를

제어하는 것이 더 용이하다.

사슬 성장 중합에서 일정한 길이의 사슬을 얻기 위해서는 개시제의

반응 속도가 중합 속도보다 훨씬 빠르도록 제어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개시제의 반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촉진제(accelerator)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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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고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중합하여 중합 속도를 낮추는 방식을

통해 일정한 분자량을 가진 고분자를 중합할 수 있다.

Polyacrylamide는 대표적인 사슬 성장 중합으로 얻어지는 고분자이다.

따라서 일정한 polyacrylamide 사슬을 얻기 위해서는 촉진제를 사용하고

낮은 온도에서 중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합에 사용되는 대표적

개시제로는 potassium persulphate (KPS) 또는 ammonium persulphate 

(APS)가 사용된다. 개시제는 용액 내에서 자유 유리기(free radicals)로

분리되는데, 비공유 활성 전자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불안정하며 반응성이

매우 뛰어나다. 자유 유리기가 단위체인 acrylamide 내 π결합을

공격하여 전자 하나와 σ결합을 이루고, 나머지 하나는 불안정한 상태가

되어 다른 단위체의 π결합을 공격하게 된다. 이런식으로 반응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긴 사슬의 polyacrylamide가 형성된다.

Polyacrylamide는 전기음성도가 큰 산소원자와 질소원자가 탄소원자와

동시에 결합되어 있는 단위체로 이루어진 중합체이다. 따라서 극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물에 쉽게 용해되고, 극성이 큰 다른 물질과 수소결합을

이룬다. Polyacrylamide의 극성은 물에 떠다니는 콜로이드 입자와 전기적

결합력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콜로이드 입자를 엉겨붙게 만들어

침전시키는 응집효과를 얻게 된다. 물이 제거된 polyacrylamide의 경우

사슬간에 수소결합이 발생하여 단단한 결합을 이루게 되므로 재료가

단단하고 쉽게 깨지는 특성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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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6 The synthetic process for gener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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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acrylamide

2.3. 전기방사

전기방사(electrospinning)는 점탄성을 가진 용액을 대전시켜 전기력을

통해 수백 나노미터의 두께를 가진 섬유를 사출하는 나노섬유제작

방식이다. 1882년 Lord Rayleigh이 액체의 표면장력을 전기적 포텐셜을

이용하여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한 후, 전기방사를 통해 나노섬유를

제작하는 방법이 처음 소개되었다. 전기방사용 용액은 나노섬유의 초기

구조를 형성하는 고분자 매트릭스와 용매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인

고분자 매트릭스로는 polyvinyl alcohol (PVA), polyvinyl pyrrolidone 

(PVP), polyacrylonitrile (PAN), poly(methyl methacrylate) (PMMA) 

등이 있다. 고분자 매트릭스에 따라서 나노섬유의 형태나 특성이 달라지게

되는데, PAN의 경우 방사한 기판에서 쉽게 분리가 되는반면, PVA의 경우

기판과의 접착력이 뛰어나다. 나노섬유의 기능을 더욱 확대하고 부가하기

위해서 폴리머 매트릭스와 함께 기능성 물질을 첨가하여 방사하기도 한다.

금속 이온을 가진 전구물질(precursor)을 함께 첨가하여 금속이온을 가진

나노섬유를 제작하고, 이를 대기중 물질과 기압, 온도를 조절함으로써

필요한 기능성 재료를 나노섬유 내에서 합성하는 나노 메탈러지는

대표적인 전기방사를 이용한 기능성 재료 제작 분야이다.

장기방사 장비는 소량의 용액이 정확한 비율로 사출되도록 주사기를

밀어주는 펌프와 방사용 용액에 전기적 포텐셜을 인가하기 위한

전압장치로 이루어져 있다. 주사기 끝에는 금속 바늘을 달아 전압장치와

연결하게 되는데, 전압 인가 시 바늘에 맺힌 용액이 반구 형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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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뿔형태로 바뀌게 된다. 이는 용액이 대전되어 받는 전기적 인력과

표면장력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이다. 전기적 인력이 더 강해지게

되면 대전된 용액이 분출되어 나노섬유를 형성하게 되고, 나노섬유는

접지되어있는 금속기판에 쌓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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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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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7 (a) Electrospinning system. The equipment is 

composed of voltage source, pump, and collector. (b) Optical 

image of electrospinning jet and whipping motion. [2.5]

2.3.1. 용액의 성질이 미치는 영향

나노섬유의 형태는 공정방식 및 용액의 특성에 의해 결정되는데,

그중에서도 용액의 점성, 고분자 농도, 고분자 분자량, 용액의 전도도,

표면장력 등이 나노섬유의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 요소이다.

그중에서도 점성은 나노섬유의 형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특성이다.

점성은 나노섬유에서 bead 형성과 관련이 있다. 점성은 일반적으로 분자

농도와 분자량 및 전단변형률에 의해 결정된다. 대표적으로

Polyacrylamide의 경우 전단변형률을 고려한 점성식은 다음과 같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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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는 점성을, �는 흐름 지속성 지표(flow consistency index), �은 흐름

흐름 거동 지표, 그리고 �는 전단변형률을 의미한다.

�와 �은 polyacrylamide의 농도에 대한 함수로 다음과 같다.

� = ����� + ���� + ��                  (3)

� = ����� + ����
� + ���� + ��               (4)

여기서 ���와 ��는

��� = (������ −�����)/�����               (5)

�� = (����� − ����)/����                    (6)

������는 측정하는 polyacrylamide의 분자량, �����는 기준 분자량, 

�����는 측정하는 polyacrylamide의 농도, ����는 기준 농도를 의미한다.

용액의 점성이 증가할수록 bead는 점점 사라지게 되는데, 이는 점성이

클수록 표면장력이 작아지기 때문이다. 점성과 표면장력은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진다.

��� = ��� +
�

�
                         (7)

�는 표면장력을, �는 점성을 의미하며, �와 �는 상수이다.

표면장력이 클수록 점성은 작으며 결과적으로 나노섬유보다 방울이

맺혀 떨어지게 된다. 반면 점성이 큰 경우 표면장력이 낮아져 전기적

인력이 작용할 때 일정한 흐름이 생기게 된다. 이로 인해 긴 나노섬유가

형성된다.

2.3.2. 공정 조건이 미치는 영향

나노섬유의 형태는 용액의 특성뿐만 아니라, 공정 조건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다. 공정 조건으로는 인가 전압, 거리, 그리고 분사 속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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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먼저 인가 전압이 커질수록 전기적 힘이 점점 커지게 되고 따라서

나노섬유의 지름이 작아지게 된다. 또한 전압의 세기가 커질수록 처음

방사가 일어나는 바늘 끝 방울의 형태도 반구에서 원뿔 형태로 점차

바뀌게 된다.

바늘과 콜렉터 사이의 거리가 줄어들게 되면, 나노섬유가 대기중에서

건조되는 시간이 짧아 콜렉터면에 납작하게 붙은 평평한 형태의

나노섬유가 제작되는 반면,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충분한 건조가 일어나

둥근 형태를 유지한 나노섬유가 제작된다.

분사속도는 섬유의 직경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분사 속도가

너무 빠르면 건조 시간이 짧아져 beads가 형성된다. 그 외에도 습도와

온도 역시 전기 방사 시 용매의 증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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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8 The effect of processing parameters such as flow 

rate, applied voltage and on morphologies of electrospun 

nanofibers. [2.7]

2.4. 유기 전기화학 트랜지스터 (O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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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구조 및 특징

유기 전기화학 트랜지스터(OECT)는 1980년대 Mark Wrighton 

그룹에서 처음 개발하였으며,[2.8] OECT는 일반적으로 전도성 고분자로

이루어진 반도체 박막 채널이 전해질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소스 전극과 드레인 전극은 채널 양 끝에 접촉되어 있으며, 

게이트 전극은 전해질과 전기적 접촉을 이루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해질은

액체로 존재하지만 젤이나 또는 고체의 형태를 가질 수 있다. 소스 전극은

대게 접지되어 있으며, 드레인에 전압이 가해져 채널을 통해 전류가

흐르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채널에 사용하는 전도성 고분자는 홀전자를

전하 전달체로 가지고 있다. 게이트 전극에 전압이 인가되면, 전해질에

존재하는 이온들이 채널로 주입이 되는데 이로 인해 전도성 고분자 내의

전하 밀도가 바뀌게 되고 채널의 전기 전도도가 변하게 되어 드레인

전류가 바뀌게 된다. 게이트에 인가된 전압이 사라지게 되면, 주입된

이온이 다시 전해질로 이동하게 되고 드레인 전류는 처음 값으로

돌아가게 된다.

가장 대표적인 채널물질은 PEDOT:PSS라는 고분자를 사용한다. 유기

반도체인 PEDOT은 p-type 반도체 특성을 가지며, PSS의 sulfonate 

음이온을 통해 도핑되어 있어 높은 홀 전도도를 가진다. 게이트 전압이

없을 시에는 홀전자를 통해 드레인 전류가 흐르게 되며 트랜지스터는 ON 

상태가 된다. 반면 게이트 전극에 양전압이 인가되면, 전해질 내부에

존재하는 양이온이 PEDOT:PSS 내부로 주입되고 sulfonate 음이온을

상쇄시킨다. 이는 PEDOT의 디도핑을 유도하며 따라서 드레인 전류가

감소하여 OFF 상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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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T는 유기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electrolyte-gated field-effect 

transistors, EGOFET)와 많이 비교된다. EGOFET의 경우, 전해질과

채널 사이에 유전층이 존재하므로 게이트 전압 인가 시 이온이 직접 채널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유전층 표면에 축적되어 채널 내 전하가 표면

근처로 축적되거나 고갈 되도록 유도되는 시스템이다.[2.9] 그러나

OECT의 경우 이온이 직접적으로 채널 내부로 침투하기 때문에 전체

부피에서 전하 밀도가 제어된다. 따라서 OECT의 경우 EGOFET보다

높은 transconductance를 가진다.[2.10] 그러나 채널에 이온이 직접

출입하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다.

2.4.2. 응용 분야

OECT는 전해질 내에 존재하는 이온이 반도체 채널에 주입되면서

드레인 전류가 제어되는 트랜지스터를 일컫는 말이다. 이온 주입은 게이트

전극에서 인가된 전압에 의해 제어된다. 소형화가 가능하고 저비용의 인쇄

공정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 다양한 기계적 구조를 가질 수 있다는

점, 수중 환경에서 안정적이라는 장점으로 인해 바이오센서, 바이오소자

등으로 많이 각광받고 있다. 특히 높은 transconductance로 인해 증폭

transducer 소자로 많이 사용하며, 이온[2.11, 2.12], 대사 산물[2.13, 

2.14], DNA[2.15], 병원균[2.16] 등을 감지하는 센서로 연구 및

개발되고 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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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9 (a) the structure and mechanism of OECT. When 

gate volatge is applied, PEDOT+ is dedoped and OECT is 

changed to OFF state. (b) applications of OECT, especially as 

bio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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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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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방법

3.1. 샘플 제작

3.1.1. PEDOT:PSS/Polyacrylamide nanoweb

앞서 PEDOT:PSS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PEDOT:PSS는 전기

전도성을 가진 고분자이지만, 물에 쉽게 용해되고 신축성이 낮기 때문에

인체 친화형 전자소자의 재료로 사용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전도성

고분자를 함유한 젤을 제작하여 전도성 고분자의 기계적 한계를

극복하는데 성공하였지만, 젤과 전도성 고분자 간의 기계적 불일치로 인한

전기적 불안정성과 수중에서 팽윤되는 현상으로 인해 인체 친화형

전자소자로는 여전히 부적합하다. 이에 polyacrylamide를 접합체로

사용하여 PEDOT:PSS를 고정한 신축성 나노섬유를 제작함으로 전기적

불안정성과 수중 팽윤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재료를 개발하였다.

PEDOT:PSS/Polyacrylamide nanoweb, 줄여서 nanoweb을 제작하는

공정은 크게 전기 방사를 위한 용액 제작, 전기 방사를 통한 나노섬유

제작, 용매를 통한 후처리 공정 이렇게 세 가지 공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전기 방사를 위한 용액을 제작하기 위해 polyacrylamide를 고분자

매트릭스로 사용하였다. Polyacrylamide는 물을 흡수하여 신축성을 가진

젤을 형성하기 때문에 신축성 나노섬유의 접합체로 우수한 재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polyacrylamide는 부도체이므로 소량의 고분자 매트릭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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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면서 동시에 접합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분자의 분자량을

크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분자 사슬이 길수록 분자간 결합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접합체로서 안정성이 향상된다.

소량의 개시제와 다량의 단위체를 첨가하여 저온에서 중합함으로

분자량이 크고 일정한 고분자를 얻을 수 있다. 이에 약 1 M acrylamide 

용액 9 ml에 0.2 M ammonium persulfate (APS) 40 μL를 개시제로, N, 

N, N′, N′-tetramethylethylenediamine (TEMED) 3.4 μL를

촉진제로 첨가하여 70°C에서 2시간동안 polyacrylamide를 중합하였다.

중합하는 동안 응집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저어주었다. 다음은

합성한 polyacrylamide 용액에 동결 건조된 PEDOT:PSS를 첨가하였다.

동결 건조는 용액을 얼린 후 고진공에서 승화시켜 건조시키는 방식이다.

PEDOT:PSS 용액을 동결 건조할 시에 PEDOT의 결정화도가 높아지게

되는데, 이로 인해 전하 전달체의 이동성이 향상하게 되어 전기전도도가

상승하게 된다.[1.13] 그러나 동결 건조된 PEDOT:PSS를 바로

polyacrylamide 용액에 녹이게 되면 점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PEDOT:PSS가 균일하게 섞이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PEDOT:PSS를

먼저 증류수에 다시 용해시킨 후, polyacrylamide 용액과 PEDOT:PSS

용액을 섞어주는 방식으로 전기 방사용 용액을 제작하였다.

PEDOT:PSS의 농도가 너무 큰 경우 점성이 높아 전기 방사가 쉽지

않으므로, 나노섬유가 23wt% 이상의 PEDOT:PSS를 함유하는 것은

어렵다.

제작한 PEDOT:PSS/Polyacrylamide 용액으로 전기방사를 진행하였다.

전기방사 조건으로는, 전압은 20 kV, 분사 속도는 0.3 ml/h, 바늘과

콜렉터 사이의 거리는 18 cm, 온도는 25 °C, 습도는 30%이다. 용액의

점성이 높기 때문에 비교적 전압은 크게 하고 분사 속도를 느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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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였다. 또한 용액의 용매가 물이기 때문에 습도의 영향이 매우

크므로 항습장치를 설치하여 일정한 습도 하에서 전기 방사가 진행되도록

하였다.

전기방사로 제작된 나노섬유는 부도체 특성을 가지는데, 이는 부도체

고분자인 polyacryalmide가 PEDOT:PSS 간의 전도통로를 가로 막는

방해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노섬유 내 존재하는 PEDOT:PSS

간의 전도통로를 형성하기 위해 이차 도핑 처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고분자 간의 결합이 헐거워 물과 같은 극성용매처리 시 쉽게 용해가

되므로 이차 도핑이 쉽지 않다. 따라서 polyacrylamide간의 결합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120°C에서 하루 동안 열처리를 진행하였다. 일반적으로

고분자는 분해가 일어나지 않는 고온 하에서 열처리 시 결정화도가

상승하게 되는데[3.1], 이를 통해 분자간 결합력을 강하게 하여 극성

용매에도 용해되지 않고 구조를 유지하는 특성을 얻을 수 있다. 

나노섬유 내 PEDOT:PSS간의 전도통로를 형성하기 위해 열처리된

나노섬유를 이차 도핑용 유기용매에 적셨다. 이차 도핑용 용매로는

DMSO를 선택하였는데, 이는 다른 용매에 비해 점성이 낮고 동시에 생체

친화성을 가졌기 때문이다. DMSO에 적시게 되면 PEDOT-rich core의

면적이 넓어지게 되는데 이는 PEDOT과 PSS간의 전기적 결합력이

느슨해짐에 따라 PEDOT이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이게 되고, 따라서

결정화도를 높이는 상태로 변형이 일어나는데 이로 인해 PEDOT간의

연결된 면적이 넓어져 연속적인 전도통로가 형성된다. Polyacrylamide로

둘러싸인 나노섬유에서도 polyacrylamide가 DMSO를 머금게 되고

내부에 있는 PEDOT간의 전도통로가 형성되어 도체특성을 나타내게 된다. 

DMSO 처리된 나노섬유를 다시 증류수에 적셔서 용매를 물로 바꿔준다.

물을 적시게 되면 polyacrylamide가 물을 흡수하게 되고 젤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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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 특성을 가지게 된다. 용매가 물로 바뀌어도 재료의 전기 전도도와

생체 적합성은 유지되므로 결과적으로 신축이 가능하고 생체 적합성을

가진 전도체를 제작하였다. 이렇게 얻어진 최종 신축성 전도체를 재료 및

구조에 기인하여 PEDOT:PSS/Polyacrylamide nanoweb라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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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Fabrication of PEDOT:PSS/Polyacrylamide 

nanoweb. (a) Solution preparation for electrospinning. (b) 

Nanoweb fabrication process.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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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PEDOT:PSS/polyacrylamide 나노섬유 기반

OECT

앞서 PEDOT:PSS/Polyacrylamide 나노섬유를 용매 처리를 통해

신축성 전도체인 nanoweb으로 제작하는 공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나노섬유의 양과 용매의 양 및 건조방식에 따라서 nanoweb과는

다른 새로운 특성의 재료를 얻을 수 있다.

먼저 0.05 ml 소량의 PEDOT:PSS/Polyacrylamide 용액을 전기방사

하여 반투명한 얇은 박막형태의 나노섬유를 제작하였다. 방사속도는 0.3 

ml/h이며 바늘과 콜렉터 사이 간격은 7 cm이다. 이후, 투명한 고분자

기판인 PET 위에 올린 다음 소량의 DMSO로 기판과 부착시킨다.

나노섬유가 부착된 기판을 60°C에서 6시간 건조시키게 되면 기존의

nanoweb과는 달리 기판과의 부착력으로 인해 펼쳐진 상태로 건조가

되므로, 투명하고 전도성을 가진 투명전극 박막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얻은 박막은 nanoweb에 비해서는 신축성이 떨어지지지만, 기존 이차

도핑을 거친 PEDOT:PSS 박막의 전도성과 거의 유사하면서, 물에 녹지

않고 기계적 변형에 대한 안정성이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유연소자

전극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안정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OECT의

채널로 사용할 수 있다. 기존 PEDOT:PSS의 경우 전해질과 직접적으로

접촉 시에 수중에서 쉽게 용해가 되고 기계적 변형에 쉽게 파손이

일어나는 반면, 나노섬유는 기존 PEDOT:PSS 박막과 같이 이온에 의한

전도도 변화가 관찰되면서 동시에 기계적 변형과 수중 환경에서 매우

우수한 안정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변형이 심하고 복잡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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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으로 이루어진 생체의 정보를 감지하는 바이오 센서로서 본 재료는

기존 PEDOT:PSS 박막보다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Figure. 3.2 (a) Comparison of fabrication processes between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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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ofiber film and nanoweb.  (b) the proto-type OECT based 

on PEDOT:PSS/Polyacryamide nanofiber film as channel.

3.2. 미세구조 분석

PEDOT:PSS/Polyacrylamide nanoweb의 미세구조를 관찰하기 위해서

주사전자현미경(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FESEM)을 사용하였다. 기본적으로 nanoweb은 전도성을 가지기 때문에

특별한 금속 코팅이 없이도 미세구조 관찰이 가능하다. 그러나

nanoweb은 물을 용매로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진공 상태에서 미세구조를

관찰하는 주사전자 현미경에는 부적합한 샘플이다. 따라서 nanoweb을

건조시키는 것이 중요하나, 열건조의 경우 건조 시 구조가 변형되고

달라붙게 되므로 실제 물을 함유한 nanoweb의 구조를 정확하게 관찰할

수 없다. 따라서 구조를 보존하면서 미세구조를 관찰하기 위해서 동결건조

방식을 사용하였다. Nanoweb을 -20 °C 에서 냉동시킨 후, 동결건조장치

(FD5508, ilShinBioBase)를 이용하여 고진공 상태에서 4일간 승화 건조

시켰다. 동결건조 된 Nanoweb의 내부 미세구조를 관찰하기 위해 전기

방사 시 증착면의 미세구조와, 증착면에 수직인 단면의 미세구조를

확인하였다. 동시에 주사전자현미경에 연결되어있는 에너지 분산형 X-선

분광기(Energy-dispersive X-ray spectroscopy, EDS) 통해 재료의

구성 및 분포를 확인하고 접합체인 polyacrylmide를 통해 실제로 재료가

접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Nanoweb의 경우 전기 방사에 의해



3. 실험 방법

48

증착되는 면과 수직인 단면의 구조 사이의 이방성을 확인하기 위해

증착면과 증착면에 수직인 단면을 광학현미경을 통해 관찰하였다.

PEDOT:PSS/Polyacrylamide 나노섬유의 경우 이미 건조된 상태이기

때문에 건조과정 없이 주사전자현미경으로 미세구조를 관찰하였다.

나노섬유 역시 전도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금속 코팅이 없이도 미세구조

관찰이 가능하다.

3.3. 고분자 분석

고분자의 특성 중 분자량과 결정화도는 고분자의 안정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특성이다. 고분자의 분자량이 클수록 고분자의 사슬길이가

길어지며 따라서 분자간의 엉킴 정도가 커지고 반데르발스힘에 의한

인력이 커지게 되어 극성 용매와 같은 외부 힘에 대한 강한 저항력을

갖게 된다. 마찬가지로 고분자의 결정화도가 클수록 인력이 커지게 되기

때문에 고분자의 안정성이 높아진다 할 수 있다. 또 전도성 고분자의 경우

결정화도가 높아질수록 분자간 π-π 결합이 중첩되는 영역이 많아지게

되므로, 홀의 이동도가 높아져 전도도를 향상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고분자의 분자량과 결정화도를 확인하는 것은 고분자로 구성된

재료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분석이라 할 수 있다.

3.3.1. 분자량 분석

직접 합성한 polyacryalmide의 고분자 분자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겔

투과성 크로마토그래피(Gel Permeation Chromatography, GPC)를

사용하였다. 겔 투과성 크로마토그래피는 크기 배제 크로마토그래피(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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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lusion Chromatography, SEC) 범주에 속하는 고분자 분자량

분석법으로, 고분자의 분자량과 크기가 비례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고분자

크기에 따라 고분자를 분류하는 분석법이다. 크기에 따라 고분자를

분류하기 위하여 다공성 재료안으로 고분자가 용해된 용액을 주입하게

되는데, 이 때 고분자의 크기가 큰 경우 다공성 재료 안의 비교적 곧고 큰

통로를 통해서 이동하게 되기 때문에 비교적 빠르게 빠져나오는 반면,

고분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다공성 재료 내의 좁고 굽어진 통로를 통해

이동하게 되므로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된다. 따라서

빠져나오는데 걸리는 정체시간을 측정하여 고분자의 상대 분자량을 알 수

있다.

직접 합성한 polyacrylamide의 분자량을 확인하기 위해서

PEDOT:PSS를 섞지 않은 합성한 polyacrylamide 수용액을 이용하였다.

분석은 수용성 GPC 분석 장비(HPLC 1, Dionex)를 이용하였으며, 40

kDa, 150 kDa, 5,000~6,000 kDa 분자량을 갖는 polyacrylamide 용액을

기준으로 사용하여 합성한 polyacrylamide의 분자량 및 polydiversity를

확인하였다.

3.3.2. 결정화도 분석

PEDOT:PSS/Polyacrylamide nanoweb 내 DMSO를 처리하기 전 후의

PEDOT의 결정화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X선 회절분석법(X-ray 

Diffraction, XRD)를 사용하였다. XRD는 X선을 재료에 조사하게 되면

재료가 회절되는 방향 및 회절되는 세기를 측정하여 재료의 결정간 거리

및 결정화도를 확인할 수 있는 분석법으로, PEDOT의 경우 π-π 결합에

의해 결정화도가 좋은 고분자이므로 XRD를 이용하여 결정화도를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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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DMSO를 처리하기 전 PEDOT:PSS/ Polyacryalmide 

나노섬유와, DMSO에 충분히 적신 후 -20°C에서 얼린 후에

동결건조장치(FD5508, ilShinBioBase)를 이용하여 동결건조시킨

나노섬유를 각각 샘플로 사용하여 XRD 분석 장비(D8 Advance, 

Bruker)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PEDOT의 결정화도가

클수록 회절각 2θ가 20°되는 지점에서 peak이 커지게 된다.

열처리 전 후의 polyacrylamide의 결정화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각

X선 산란(Small Angle X-ray Scattering, SAXS)을 사용하였다. 

Polyacrylamide의 경우 고분자의 길이가 길고 서로 엉켜있기 때문에

결정화 온도에서도 쉽게 결정을 이루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느슨한 결정을

이루게 된다. 따라서 X선을 조사하였을 때 소각의 회절이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0.1°~10°범위의 회절을 정밀 측정하는 SAXS 분석을 사용하였다.

이 때, polyacrylamide의 결정화도 변화만을 관찰하기 위하여

polyacrylamide만으로 이루어진 나노섬유를 전기방사를 통해 얻은 후,

건조 챔버 (Temp & Time Control System, Samheung Instrument)

120°C에서 하루동안 열처리 한 샘플과 열처리하지 않은 샘플을 SAXS 

분석 장비 (D8 Discover, Bruker)를 이용하여 분석 및 비교하였다.

3.4. 기계적 특성 분석

PEDOT:PSS/Polyacrylamide nanoweb의 기계적 특성은 인장장비

(Instron 3343)을 통해서 측정되었다. 인장 실험을 위한 샘플을 제작하기

위해 10 mm × 40 mm × 1 mm (w × 1 × t) 규격으로 nanoweb을

제단하고, 양 끝에는 아크릴 판으로 제작된 클램프를 접착제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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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였는데, 이를 통해 인장 실험 시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여 정확한

변형률을 얻을 수 있다. 아크릴 클램프의 길이는 15 mm로 양 끝에

고정하게 되면 중간에 nanoweb이 10 mm정도 남게 되는데 이 부분이

인장이 일어나는 영역이 된다. 인장장비의 위 아래의 지그에 아크릴

클램프를 각각 고정하여 샘플을 매단 후, 5 mm/min의 속도로 샘플을

파손이 일어날 때까지 잡아당겼다. 인장 실험 시 온도는 상온으로

설정하였다. 인장 실험을 통해 nanoweb의 변형길이 대비 인가되는 힘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였으며, 샘플의 크기를 통해 응력-변형률 곡선을

얻었다.

또한 반복변형실험을 통해 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앞서 인장실험과

동일한 샘플을 사용하였으며, 단축방향으로 변형률 0%에서 100%로

그리고 다시 0%로 변형하는 것을 한 회로 간주하여, 총 10회 반복하였다.

반복변형 속도는 5 mm min-1로, 한 회당 4분이 소요되도록 하였다. 모든

실험은 상온에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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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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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  Tensile deformation test for PEDOT:PSS/

Polyacrylamide nanoweb (a) Nanoweb specimens for tensile 

test (b) Tensile deformation of nanoweb from 0% (left) to 400% 

(right).

3.5. 전기적 특성 분석

3.5.1. 전하 이동도, 전하 밀도, 전기 전도도 분석

PEDOT:PSS/Polyacrylamide nanoweb의 전기적 특성, 곧 전기

전도도와 전하 밀도 및 전하 전달체의 이동도를 측정하기 위해 Hall 

effect measurement 방식을 사용하였다. Hall effect는 흐르는 전류에

수직방향으로 자기장이 인가되었을 때, 전류를 가로지르는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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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차가 형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흐르는 전류가 자기장에 의해

받는 Lorentz 힘에 기인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한다. (Figure

3.4 a 참고)

�� = �(� × ��)                        (8)

�는 흐르는 전류의 전하 전달체가 갖는 전하량, 	�는 drift 속도, ��는

흐르는 전류 방향의 수직방향으로 인가된 자기장의 세기를 의미한다.

Lorentz 힘은 전류와 인가된 자기장 방향에 모두 수직인 방향으로

주어진다. Lorentz 힘을 상쇄하는 방향으로 전기장이 인가되었을 때,

전기장에 의한 힘과 Lorentz 힘이 균형을 이루는 경우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한다.

��� = �(� × ��)                       (9)

이 때, drift 속도는

� = ���                         (10)

�� 는 전하가 흐르는 방향으로 인가된 전기장의 세기, � 는 전하

전달체의 이동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를 통해 전하 전달체의 이동도를

얻을 수 있으며, 물질의 전도도를 측정하면 � = ��� 식에 의거하여 전하

밀도를 계산할 수 있다.

Hall effect measurement 장비는 HL5500PC (Bio-Rad)를

이용하였으며, PEDOT:PSS/Polyacryalmide nanoweb 샘플은 10 mm 

× 10 mm × 0.3 mm (w × l × t) 로 제작하여 네 끝 모서리에 silver 

paste를 발라 각각 전류가 흐르는 전극과 전압을 인가하는 전극으로

사용하였다.(Figure 3.4 b 참고) 인가된 전기장의 세기는 0.51 T이며,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20mV의 전압이 인가되었다.

PEDOT:PSS/Polyacrylamide 나노섬유 기반 박막의 경우 매우 얇은

박막 형태이기 때문에 면저항 측정 방식인 4 point probe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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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가 20 mm × 20 mm (w × l)인 glass 위에 10 mm × 10 mm (w

× l) 규격으로 증착하여 면저항 및 투과도를 확인하였다. 나노섬유 박막의

투과도 분석에 대한 내용은 3.7에서 다루고자 한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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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  Hall effect measurement for analysis of electrical 

properties (a) Hall effect measurement setup for electrons. (b) 

Sample design for Hall effect measurement.

3.5.2. 기계적 변형에 따른 전기적 특성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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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 변형에 따른 PEDOT:PSS/Polyacrylamide nanoweb의 전기

저항 변화를 확인하였다. 먼저 전기적으로 contact이 가능한 지그를 갖춘

인장장비(MMT-500N, Shimadzu)를 이용하여 단축 방향으로 파손이

일어날 때까지 인장하면서 동시에 저항 측정장치를 이용하여(Agilent 

34410A multimeter) 전기저항을 측정하였다. 샘플은 nanoweb을 10

mm × 25 mm × 1 mm (w × l × t)로 제단한 후, 구리 foil을 이용하여

nanoweb의 인장할 방향(l) 양 끝에 contact을 만들고 silver paste를

발라 고정시키고, 아크릴 클램프를 앞뒤 양면의 인장방향 양 끝에 각각

붙여 제작하였다. 아크릴 클램프의 길이는 10 mm로 양 끝에 붙이게 되면

중간에 5 mm 길이의 nanoweb만 남게 되는데 이 부분이 인장이

일어나는 곳이다. 인장은 3 mm min-1의 일정한 속도로 이루어졌으며, 

인장하는 동안 동시에 전기 저항을 관찰하였다.

또한 반복변형에 따른 전기저항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앞서 사용한

동일한 장치와 시스템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반복변형실험 특성상,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nanoweb이 건조되기 쉽다. 따라서 nanoweb을

10 mm × 20 mm × 1 mm (w × l × t)로 제단한 후, 구리 foil을

이용하여 nanoweb의 인장할 방향(l) 양 끝에 contact을 만들고 silver 

paste를 발라 고정시키고, 외부환경에 영향받지 않도록 Ecoflex를

이용하여 보호막을 씌운 후, 아크릴 클램프를 Ecoflex 앞뒤 양면의

인장방향 양 끝에 각각 붙여 제작하였다. Ecoflex를 포함한 샘플의 크기는

20 mm × 40 mm × 3 mm이며, 구리 foil이 바깥으로 빠져나와있어 이를

통해 기계적 변형 시 내부의 전기 저항을 측정할 수 있다. 반복변형은

변형률 0%에서 50%로 그리고 다시 0%로 변형하는 것을 한 회로 하여

총 10000회 시행되었다. 변형 속도는 5 mm sec-1로 한 회당 10초가

소요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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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섬유 박막의 경우 건조된 상태로 유연기판에 증착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큰 신축성을 가지기 어렵다. 대신 기계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PET위에 증착된 나노섬유 박막을 반복 굽힘 변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샘플은 5 mm × 60 mm (w × l)이며 두께가 125 

μm인 PET위에 동일한 규격에 3 μm두께를 가지는 나노섬유 박막을

증착하여 제작하였으며, 대조군으로 두께가 100 nm인 PEDOT:PSS 

박막을 동일한 PET 기판 위에 증착하여 제작하였다. 샘플 양 끝에는

silver paste를 발라서 ohmic contact을 형성하였으며, 2%의 인장이

반복적으로 인가되도록 샘플의 규격을 고려하여 9.5 mm 의 간격으로

굽어지도록 하였다.(Figure 3.5 b 참고) 반복굽힘변형은 한 회당 0.2초의

주기를 가지고 총 50만번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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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  Bending fatigue test for PEDOT:PSS/

Polyacrylamide nanofiber film (a) Bending fatigue test setup (b) 

Calcuation of bending distance for applying repeated 2% 

strain.

3.6. 수중 안정성 분석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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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OT:PSS/Polyacrylamide nanoweb의 수중 전기적 안정성 및 팽윤

저항성을 확인하기 위해 증류수에 nanoweb을 담그고 특성 변화를

관찰하였으며, nanoweb의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PEDOT:PSS 

hydrogel도 동일한 조건 하에서 관찰하였다. 먼저 수조 안에 증류수를

담고 10 mm × 20 mm × 1 mm 규격의 nanoweb과 hydrogel을 담근 후,

30분, 1시간, 2시간 간격으로 nanoweb과 hydrogel의 비저항을

측정하였다. 비저항을 관찰하기 위해 각 양 끝과 중간 두 지점에 silver 

paste로 ohmic contact을 형성한 후, 가장 양 끝에는 전류가 흐르도록

하고, 중간의 두 지점에서 전압차를 측정하도록 하였다. 이 때 팽윤에

의해서 점차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기하학적 변화를 고려하여 계산하였다.

더불어 nanoweb과 hydrogel의 팽윤 현상을 확인하기 위해 증류수에

담근 후 30분, 1시간, 2시간 간격으로 무게를 측정하였다. 또한 LED 

회로를 nanoweb과 hydrogel로 각각 구성하여 회로가 물에 잠긴 후

시간이 지났을 때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였으며, 수중에서

시간이 지난 후 인장 및 비틀림과 같은 기계적 변형에서도 LED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여 수중에서의 기계적 안정성이 유지되는지

시험하였다.

Nanoweb의 장시간 수중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증류수에 담근 후

일정한 전압 하에서 흐르는 전류 변화를 확인하였다. 전류가 흐르는 동안

물분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0.1 V의 저전압을 인가하였으며, 총 12시간

동안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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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광학적 특성 분석

PEDOT:PSS/Polyacrylamide nanoweb의 경우 광학적으로 불투명한

재료인 반면, PEDOT:PSS/Polyacrylamide 나노섬유 박막은 두께가 매우

얇기 때문에 광투과도가 우수하다.

나노섬유 박막의 광투과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크기가 20 mm × 20 

mm (w × l )인 glass 위에 10 mm × 10 mm (w × l ) 규격으로

증착하여 광투과도를 확인하였다. 400 nm에서 800 nm의 파장영역

하에서 광투과도를 측정하였으며, 그 중에서 550 nm 파장을 가진 빛의

투과도와 면저항을 이용하여 기존 투명전극과 성능을 비교하였다

3.8. OECT 특성 분석

PEDOT:PSS/Polyacrylamide 나노섬유 박막 기반 OECT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나노섬유 박막 기반 prototype의 OECT를 제작하였다.

먼저 40 mm × 40 mm PET기판 위에 PI 테이프를 이용하여 가운데 25

mm × 5 mm만 PET가 드러나도록 한다. 그리고 0.05 ml 용액으로 만든

PEDOT:PSS/Polyacrylamide 나노섬유를 올린 후 DMSO로 적셔 PET에

붙게 만든다. 이후에 60°C에서 6시간동안 건조한 후, PI 테이프를

제거하면 가운데 25 mm × 5 mm 면적의 나노섬유 박막이 형성된다.

나노섬유 박막 긴 쪽 양 끝에 silver paste를 발라 source와 drain

전극을 제작하고, 다시 너비 5 mm인 PI 테이프를 이용하여 가운데 5 mm 

× 5 mm 나노섬유 박막과 양 끝 전극만 드러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을

덮는다. 가운데 드러난 나노섬유 박막에 농도가 다른 1 μM부터 1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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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를 갖는 Na 이온 용액을 매 실험마다 100 μL씩 떨어뜨리고, 직경이

1 mm인 백금 rod를 gate 전극으로 사용하여 용액 내부에 삽입하였다.

Gate 전극과 나노섬유 박막 사이의 간격은 300 μm이며, gate 전압은

On 상태에서 0.5 V, OFF 상태에서 -0.5 V를 인가하여 이온의 출입을

조절하였다. 또한 drain 전압은 -0.1 V를 인가하였으며, gate와 drain

전압의 기준이 되는 source는 접지시켰다.



4. PEDOT:PSS/Polyacrylamide nanoweb

63

4. PEDOT:PSS/Polyacrylamide nanoweb

4.1. 도입

소프트 전도체, 또는 물성적으로 신축성을 가진 전도성 재료는 신축성

디스플레이, 인공 근육, 신축성 태양전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요구되고

있다. 특히 실시간 검진이 가능한 의학 디바이스 분야가 각광받음에 따라, 

피부 부착형 또는 생체 삽입형 의료용 디바이스의 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생체적합성을 가진 소프트 전도체의 경우 생체 내에서

전기적 신호를 전달할 수 있음과 동시에 복잡한 표면과 다양한 변형이

가능한 생체의 기계적 특성을 맞출 수 있어, 이러한 피부 부착형 또는

생체 삽입형 의료용 디바이스에 매우 중요한 재료라 할 수 있다.

기존 의료 디바이스에 사용된 전도성 재료는 금속 또는 실리콘 기반의

단단한 재료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재료는 생체와 기계적 차이로 인해

생체에 손상을 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체의 복잡한 변형으로 인해

쉽게 파손될 수 있다. 따라서 초기에는 이러한 기계적 단단함을 극복하기

위해 금속의 디자인을 물결모양이나 반복적 말발굽모양으로 제작하는

방식을 이용하였으나, 신축방향이 제한적이고 신축가능 변형률 또한

제한적이기 때문에 기계적 한계가 존재하였다. 반면 전도성 고분자 젤의

경우 물성적으로 신축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축 방향이 자유롭고

변형률도 우수하여 생체와 기계적 격차를 해소할 수 있지만, 소프트한

특성을 가진 젤과 비교적 단단한 특성을 가진 전도성 고분자 간의 기계적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반복변형 시 전기적 이력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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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생체의 경우 7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수중에서

젤의 팽윤은 생체 내 사용에는 큰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팽윤된 젤은 기계적, 전기적 특성이 퇴화된다.

따라서 금속 기반 신축성 재료와 같이 전도통로가 안정적으로

확보되면서 동시에 전도성 고분자 젤과 같이 물성적으로 신축성을 갖는

재료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팀은 PEDOT:PSS/Polyacrylamide 

nanoweb을 개발하였다. PEDOT:PSS/Polyacrylamide는 PEDOT:PSS 

hydrogel과 동일한 재료로 구성되어 있으나, 미세구조에서 전도통로가

안정적으로 존재하도록 나노섬유 형태로 제작하여 반복변형 시에도

전기적 이력현상과 같은 불안정성을 해소하였다. 뿐만 아니라 전도통로로

인해 전하 이동성도 향상되어 기존 PEDOT:PSS hydrogel에 비해 높은

전도성을 갖게 되었다. 또한 수중에서 팽윤 저항성을 가지기 때문에

물환경 내에서도 기계적, 전기적 특성이 거의 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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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 The concept of PEDOT:PSS/Polyacrylamide 

nanoweb. the conduction paths can keep connection stable

inside nanofiber, which improves electrical stability and 

conductivity. Also, it has inherent stretchability due to soft 

components, which make it possible to be deformed more than 

structural alig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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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고분자 특성

합성한 polyacrylamide의 분자량과 결정화도를 분석하기 위해 각각

GPC 분석과 SAXS 분석을 시행하였다. 먼저 분자량을 아는 40 kDa, 150 

kDa, 5,000~6,000 kDa인 polyacrylamide의 GPC 분석 결과, 40 kDa의

정체시간은 19.87분, 150 kDa의 정체시간은 18.09분, 5,000~6,000 

kDa의 정체시간은 15.57분으로 측정되었다. 반면 직접 합성한

polyacrylamide의 경우 정체시간이 16.53분으로 측정되었다. Mark–

Houwink 식에 의거하여 분자량을 아는 세 polyacrylamide의 정체시간과

분자량의 크기를 calibration하여 합성한 polyacrylamide의 분자량을

계산한 결과, 분자량은 약 2,250 kDa, polydispersity는 9.37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분자량 분포는 비교적 넓게 형성되었으나, 전체적으로

합성된 고분자의 크기가 매우 큰 것을 확인하였다. (Figure 4.2 a 참고)

합성한 polyacrylamide를 나노섬유로 제작한 후 열처리 전후에서

결정화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SAXS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때

PEDOT:PSS가 없는 순수한 polyacrylamide 나노섬유로만 실험하였는데,

PEDOT의 결정화도를 배제하고 접합체 역할을 수행하는 polyacrylamide 

의 열처리 전후 결정화도만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건조챔버에서

120°C로 하루동안 열처리한 샘플이 열처리를 거치지 않은 샘플에 비해

X선 산란이 많이 일어난 것을 확인하였다. 산란된 X선은 회절각 2θ = 

0.4°에서 검출되는데, 열처리 후에 산란된 X선의 peak의 세기가 더 커진

것을 확인하였다. (Figure 4.2 b 참고) 따라서 열처리 후에

polyacrylamide의 결정화도가 좋아진 것을 확인하였다.

PEDOT:PSS/Polyacrylamide 나노섬유에서 DMSO 처리 전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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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OT의 결정화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XRD 분석을 시행하였다.

DMSO를 처리한 후에는 용매가 내부에 남아있기 때문에 건조가 필요하다.

따라서 동결건조를 통해 DMSO처리 후 샘플의 결정화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DMSO를 처리한 후 샘플이 처리하기 전 샘플보다 더

PEDOT의 결정화도가 향상된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PEDOT의

결정화도 향상에 따라 전도도가 향상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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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  (a) Calibration of GPC profile for synthesized 

polyacrylamide. (b) SAXS profile for unheated and heated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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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acrylamide nanofiber (c) XRD profile for DMSO treated 

and untreated PEDOT in nanoweb.

4.3. 구조

4.3.1. 미세구조

Figure 4.3 a에서 보듯 PEDOT:PSS/Polyacrylamide nanoweb은

어두운 남색을 띄고 소프트한 특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일반 PEDOT:PSS 

hydrogel과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nanoweb은 기존 젤과 미세구조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Figure 4.3 b는 FESEM을 통해 관찰한

PEDOT:PSS hydrogel[1.13]과 nanoweb의 미세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PEDOT:PSS hydrogel은 평균적으로 20 μm 크기를 가진 pore들이

고르게 분포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반면, nanoweb은 그물과 유사한

미세구조를 가지는데, 이는 나노섬유가 엉켜서 서로 붙어있는 형태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물형 구조는 젤에 비해 훨씬 촘촘하며 섬유간

간격이 약 4 μm정도이다. 또한 젤의 경우 각 pore들이 polyacrylamide

막으로 둘러싸여 비교적 갇힌 구조를 이루는 반면, nanoweb은 나노섬유로

엉켜진 구조이므로 비교적 열려있어 pore간 연결이 잘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nanoweb의 다공성 구조는 신축 시 재료 자체의 신축뿐만 아니라

구조의 정렬을 통해 신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곧바로 재료자체의 신축이

일어나는 bulk 형태의 신축성 재료보다 기계적으로 유리하다. 또한 그물형

구조는 정렬을 통해 힘이 분산되기 때문에, bulk에 비해 파손 저항성도

뛰어나다.

앞서 살펴본 polyacrylamide 및 PEDOT의 결정화도를 분석한 결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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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SEM을 통해 관찰한 미세구조 분석을 함께 참고하여 nanoweb의 내부

및 외부 미세구조를 추측할 수 있다. Figure 4.4는 nanoweb의 미세구조

및 내부구조를 나타낸 그림이다. Polyacrylamide 나노섬유가 서로

엉켜붙어있는 구조 내에 PEDOT이 서로 결정을 이루어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전도통로가 나노섬유 내부에 연속적으로 연결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기계적 변형 시 또는 수중 환경에도

전도통로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계적, 환경적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조라 할 수 있다. Nanoweb의 기계적 안정성 및 수중

안정성에 대한 분석은 각각 4.5, 4.6에서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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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3  (a) PEDOT:PSS/Polyacrylamide nanoweb is a 

dark blue colored soft conductor. (b) Microstructures of  

PEDOT:PSS/Polyacrylamide nanoweb and PEDOT:PSS 

(a)

(b)



4. PEDOT:PSS/Polyacrylamide nanoweb

72

hydrogel observed by FESEM.

Figure. 4.4 The figure to depict the microstructure of 

PEDOT:PSS/Polyacrylamide nanoweb. PEDOT:PSS chains 

were crystallized and linked one another in tangled 

polyacrylamide nano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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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전체 구조

Figure 4.5는 PEDOT:PSS/Polyacrylamide nanoweb의 전체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모든 nanoweb의 구조가 그물형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nanoweb의 표면은 나노섬유가 뭉쳐서 passivation을 이루는 막을

형성하였다. 또한 nanoweb 내부에서는 층상형 구조가 관찰되었는데, 이는

전기 방사를 이용하여 나노섬유를 제작할 때 적층되었기 때문이다. 전기

방사 시 적층된 구조는 polyacrylamide의 긴 고분자 사슬과 열처리로

인한 밀집화로 인해, 용매 처리 이후에도 녹지 않고 구조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각 층의 평균 두께는 40 μm이며, 각 층은 얇은 막으로

passivation 되어 있다. 그물 형태의 구조는 각 층 내부에 존재한다.

각 층은 표면의 막을 제거하면 분리가 가능한데, 단층은 매우 얇아서

투명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단층은 압축힘에 대해서는 구겨지지만

인장힘에 대해서는 탄성변형의 거동을 갖게 되는데, 이는 nanoweb의

접합체 역할을 하는 polyacryalmide간의 결합이 단단하게 이루어진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Nanoweb의 탄성 거동에 대해서는 4.4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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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5 (a) The entire morphology of PEDOT:PSS/

Polyacrylamide nanoweb. (b) The Layer structure of 

PEDOT:PSS/Polyacrylamide nanoweb. Optical image of layer 

structure. (left) Separation of layers by removing passivation. 

(middle) One layer extracted from nanoweb.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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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기계적 특성

PEDOT:PSS/Polyacrylamide nanoweb의 기계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인장실험을 진행하였다. Figure 4.6 a는 인장실험을 통해 얻은

응력-변형률 곡선이다. Nanoweb의 평균 탄성 계수는 25 kPa이고, 500%

이상 인장이 가능하다. Nanoweb 샘플이 견딘 최대 인장률은 660%이다.

흥미롭게도, 결함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급격하게 파손이 일어나는 일반

젤과는 달리, nanoweb은 결함이 발생되어도 응력을 견디는 특성이 있다.

응력-변형률 곡선을 살펴보면 180%이상 변형률에서부터 응력이

미세하게 요동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nanoweb 내부에

존재하는 나노섬유이 끊어지거나 소성변형이 일어나는 등의 결함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응력이 크게 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nanoweb의 구조에 기인한 것이다. Nanoweb의

일부가 인장 변형으로 인해 결함이 생겼을 때, 남아있는 nanoweb을

구성하는 나노섬유들이 응력을 가장 잘 견디는 방향으로 재정렬하게 되고

이로 인해 균열 진전(crack propagation)과 같은 현상이 억제된다.

따라서 결함이 형성되어도 곧바로 파손되지 않고 응력을 견딜 수 있다.

Nanoweb의 탄성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반복변형실험을 진행하였다.

변형률 0%에서 100%까지, 다시 0%까지 인장하는 방식으로 총 10번

진행하였다. 실험결과 첫 번째 주기에서는 기계적 이력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Figure 4.6. b 참고) 인장할 때보다 완화할 때 동일한

변형률에서 응력이 더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첫번째 주기를

제외한 나머지 아홉 주기에서는 이력현상이 거의 없이 동일한 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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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률 곡선을 보였다. 이는 nanoweb의 구조적 정렬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Nanoweb이 처음 제조되었을 때, 엉켜진 나노섬유가 특정

방향성을 가지지 않고 임의적으로 엉켜붙어 있는 상태로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처음 인장 시 엉켜진 나노섬유가 응력이 가해지는 방향으로

정렬하게 되고, 이는 완화 시에도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다. 따라서

첫번째 변형에서는 이력현상이 생기게 된다. 그러나 이후의 주기에서는

나노섬유가 이미 정렬되어 인장 방향으로 변형이 유리한 구조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큰 구조적 변화없이 인장이 일어나게 된다. 이후의

반복변형에서 동일한 응력-변형률 곡선을 가지므로, nanoweb은

물성적으로 탄성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첫번째 주기 후에 응력-변형률 곡선의 곡률이 더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변형률이 커질수록 점차 응력의 증가율, 곧

탄성계수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탄성계수의 증가는

nanoweb의 구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초기 변형률에서는

nanoweb을 구성하는 나노섬유들이 재정렬되는 방식으로 인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비교적 작은 응력으로도 인장이 가능하지만, 점차 변형률이

커질수록 재료 자체의 인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탄성 계수가 점차 커지게

된다. 따라서 nanoweb은 양의 곡률을 갖는 응력-변형률 곡선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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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6  Mechanical characteristics of nanoweb (a) Stress-

strain curve of tensile deformation until rupture occurred. The 

stress was fluctuated due to defects, but not easily failed. (b) 

Stress-strain curve of 10 times repeated strains. Positive 

convexity is observed.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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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전기적 특성

4.5.1. 전하 밀도, 전하 이동도, 전기 전도도

전하 밀도와 전하 이동도는 전기 전도도를 결정짓는 전기적 요소이다.

전하 밀도와 전하 이동도의 곱은 전기 전도도와 비례하므로, 전기

전도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하 밀도를 증가시키거나 또는 전하

이동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이 있다. PEDOT:PSS 기반 재료의 경우 주된

전하 전달체가 홀(hole)이기 때문에, 홀밀도, 홀 이동도를 향상시켜야

전기 전도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Figure 4.7는 12wt%, 20wt% PEDOT:PSS를 함유한 nanoweb과

대조군으로 12wt% PEDOT:PSS를 함유한 hydrogel의 Hall effect 

measurement 분석을 통해 얻은 전기적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12wt% 

PEDOT:PSS를 함유한 nanoweb (12wt% nanoweb)의 경우, 홀 밀도는

0.453×1020 cm-3로 동일한 농도를 가진 PEDOT:PSS hydrogel의 홀

밀도에 비해 17.2% 수준이다. 또한 20wt% nanoweb의 홀밀도 역시

0.711×1020 cm-3로 조금 상승했지만 12wt% hydrogel에 비하면 여전히

낮다. 이는 긴 사슬을 가진 polyacrylamide를 열처리하여 빽빽하게 만든

나노섬유 내에 PEDOT:PSS가 존재하므로, polyacrylamide에 의해

고립되는 PEDOT:PSS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2wt% nanoweb의

홀 이동도는 4.19×10-4 cm-2V-1s-1로 12 wt% hydrogel의 홀 이동도

(6.19×10-6 cm-2V-1s-1)에 비해 67.7배 크며, 20 wt% nanoweb의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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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도는 0.273 cm-2V-1s-1로 약 441배 크다. 따라서 홀 밀도와 홀

이동도를 곱한 값과 비례하는 전기 전도도의 경우, 12 wt% nanoweb은

0.304 S cm-1, 20 wt% nanoweb은 3.11 S cm-1로 12wt% hydrogel의

전도도(0.026 S cm-1)에 비해 각각 11.7배, 120배 크다. 이는

polyacrylamide로 이루어진 엉켜붙은 나노섬유 내부에 PEDOT:PSS가

응축되어 있으며, DMSO 처리 이후에 결정화도가 향상됨에 따라 응축된

PEDOT:PSS간의 전도통로가 형성되어 결과적으로 홀 이동도가

향상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반 PEDOT:PSS hydrogel의 경우 내부에

PEDOT:PSS를 고정하고 응축하는 접합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통로가 불안정하고 따라서 이동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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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7  The charge density, charge carrier mobility, and 

electrical conductivity of nanoweb and hydrogel measured by 

hall measurement. The charge density of nanoweb is lower 

than that of hydrogel, which is 17.2% with same PEDOT:PSS 

wt%. The carrier mobility of nanoweb shows 67times higher 

than that of hydrogel which has same PEDOT:PSS wt%. The 

conductivity of nanoweb is much higher due to increment of 

mobility, even though the charge density is lower than tha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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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ogel.

4.5.2. 기계적 변형에 둔감한 전기적 항상성

기계적 변형에 따른 nanoweb의 전기적 특성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

단축 방향으로 변형률 400%까지 인장하면서 동시에 전기 저항을

측정하였다. Figure 4.8은 nanoweb의 인장변형에 대한 전기저항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실험결과 Nanoweb은 일반 다른 신축형 전도체에

비해 변형에 대한 전기적 항상성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반적으로

저항(R)은 R=ρL/A를 만족한다. 여기서 ρ는 전기 비저항, L은

전류방향으로의 도체 길이, A는 전류 방향과 수직인 도체 단면적이다. 이

때 일반적으로 탄성을 갖는 재료는 인장 시 부피( � )가 변하지 않는

탄성변형을 가지므로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한다.

�� = ���� = �� = �                    (11)

��, ��, ��는 각각 초기 탄성 도체의 부피, 단면적, 길이를 의미하며, �, �,

�은 각각 변형 후 도체의 부피, 단면적, 길이를 의미한다. 따라서 위의

저항 식 R=ρL/A을 기반으로 하여 저항변화를 계산하면,

�

��
= �

ρ�

�
��

��

ρ��
� = �

�

��
�
�

                  (12)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탄성을 가진 전도체는 위의 식을

따라 저항의 비율이 변형비율의 제곱과 같으며, 대표적으로 이온 젤이

있다.[1.12] Figure 4.8에서 점선은 변형률에 따른 변형비율의 제곱값을

나타낸 것이다. 이와 비교하였을 때, nanoweb은 변형에 대한 전기 저항의

변화가 매우 둔감함을 알 수 있다. Nanoweb의 저항은 변형률 1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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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변하지 않는데 따라서 100% 변형률 이내에서는 변형 시에도

nanoweb에 의해 소모되는 전력이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일정한 전력이

디바이스에 공급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100% 이상

변형률에서는 저항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약 260% 변형률에서 갑자기

치솟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PEDOT:PSS로 이루어진 전도통로가

끊어지는 현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실제로 260% 이상 변형률에서는

nanoweb이 끊어지는 파손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내부에 존재하는

PEDOT:PSS 통로가 독립적으로 끊어질 수 있다. 다행히도

PEDOT:PSS의 전도통로는 nanoweb 내부에 존재하는 PEDOT:PSS의

농도를 증가시켜 보완할 수 있다. PEDOT:PSS의 농도가 늘어날수록

PEDOT:PSS간의 연결이 조밀해지고, 따라서 큰 변형에도 전도통로가

보존될 수 있다. 실제로 figure 4.8에서 보듯이 12wt% nanoweb의 경우

변형률 260% 근방에서 전기적 파손이 일어나는 반면, 20wt% 

nanoweb의 경우 400% 이상 변형에서도 전기적 파손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전기적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변형률의 범위도

더 넓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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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8  The ratio of resistance following strain. The 

resistance is almost not changed in the initial strain, which 

called strain-insensitivity. However, the resistance soared 

rapidly over 260% strain due to damage of conduction pa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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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반복변형에 대한 전기적 안정성

Nanoweb의 반복변형에 대한 전기적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단축

방향으로 변형률 0%에서 50%, 다시 0%를 한 회로 총 10000회

반복하면서 전기 저항을 실시간으로 측정하였다. PEDOT:PSS는 비교적

단단한 고분자에 속하기 때문에, 큰 변형에서는 파손이 일어난다.[2.1]

따라서 PEDOT:PSS 젤의 경우, 젤 내부에 PEDOT:PSS가 존재하여도

젤과 PEDOT:PSS간의 기계적 불일치로 인해 변형에 취약한 특성을

보인다. 실제로 반복변형 시 PEDOT:PSS 젤의 전류는 불안정하며

퇴화되는 특성을 보인다. 50% 변형률을 가지고 1,000회 반복 변형한

PEDOT:PSS gel의 저항은 초기 저항에 비해 57% 더 증가하였다.[1.13]

반면, nanoweb의 경우 동일한 반복변형 조건 하에서 1,000회 반복변형

하였을 때 저항이 초기 저항 대비 13%만 증가하였으며, 10,000회 반복

시에는 초기 저항에 비해 3.2배 증가하였다.(Figure 4.9 a 참고) 따라서

반복변형에 대해 nanoweb의 안정성이 더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Figure 4.9 b는 1, 10, 100, 500, 1,000, 2,000, 5,000, 10,000회를 대표

주기로 설정하여 각 주기별 저항비율-변형률 값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흥미롭게도 반복변형 시 10000회까지 전기적 이력현상이나 노이즈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전기적 안정성은 PEDOT:PSS를

감싸고 있는 polyacrylamide 떄문으로 보여진다. PEDOT:PSS는 응축된

polyacrylamide 나노섬유 내부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넓은 영역의

PEDOT:PSS 결정을 이루기보다 나노섬유 방향으로 부분적으로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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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게 되므로 물성적으로 소프트한 특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전도도를

가지는 PEDOT:PSS 전도통로를 얻을 수 있었다. 동시에

polyacrylamide가 PEDOT:PSS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반복변형과 같은

기계적 변형에서도 전도통로의 파손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반복변형 횟수가 많아질수록 변형률 대비 저항비율(R/R0)의 기울기가

점차 증가하지만, 2,000회 반복변형까지 기울기가 거의 변하지 않았으며, 

10,000회 반복 변형 이후에도 여전히 기하학적 요소를 고려한 탄성

전도체의 저항에 비해서는 기계적 변형에 대한 저항 증가가 둔감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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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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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9 (a) Electrical resistance of PEDOT:PSS gel in 

fatigue test.[1.13] (b) Electrical resistance of PEDOT:PSS/

Polyacrylamide nanoweb in fatigue test. (c) Resistance-strain 

curve of nanoweb at representative cycles.

4.6. 수중 안정성

Nanoweb의 팽윤 저항성 및 수중에서의 전기적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증류수에 nanoweb을 담근 후 30분, 1시간, 2시간 간격으로 부피와

무게 및 전기 전도도를 측정하였다. PEDOT:PSS hydrogel 역시

대조군으로 동일한 조건 하에서 실험 및 측정 하였다.

Figure 4.10 a는 PEDOT:PSS hydrogel과 nanoweb의 수중 시간에

따른 부피 변화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Hydrogel의 경우 급격하게 팽윤이

일어나며 부피가 확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nanoweb의 경우

팽윤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 부피변화가 거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무게 측정에서 더 확연하게 나타나는데 Figure 4.10 b는 수중 시간에

따른 무게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PEDOT:PSS hydrogel의 경우 2시간

경과 후 무게가 623%증가한 반면, nanoweb의 경우 15% 밖에 증가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팽윤의 영향은 전기적 비저항에서도 차이가 나는데,

수중에서 2시간 경과 후 hydrogel은 비저항이 383% 증가한 반면,

nanoweb은 27%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PEDOT:PSS를

통한 전도는 hopping 원리를 이용하는데, 팽윤이 일어나게 되면

PEDOT간의 평균 간격이 멀어지게 되어 hopping이 일어나기 쉽지 않다.

따라서 팽윤 저항성이 없는 PEDOT:PSS hydrogel의 경우 전기적

비저항이 감소하게 된다. 반면 nanoweb의 경우 팽윤이 거의 일어나지

않으므로 PEDOT간의 간격이 유지되고 따라서 전기적 비저항이 크게



4. PEDOT:PSS/Polyacrylamide nanoweb

88

변하지 않았다. 이러한 팽윤 저항성은 긴 고분자 사슬과 열처리로

빽빽해진 polyacrylamide에 기인하는데, 강하게 서로 얽혀있는

polyacrylamide로 인해 물과 같은 극성 용매에서도 쉽게 풀리지 않고

구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Nanoweb의 수중 안정성이 얼마나 지속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2시간

측정 이후 12시간동안 증류수에 담그면서 동일한 전압을 인가하여 전류를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전류가 초기 전류에 비해 1.8%만 감소하였음을

확인하여, 장시간에서도 nanoweb의 팽윤 저항성이 우수하고 수중 전기적

안정성이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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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0 (a) The size change, (b) The weight change in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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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c) The resistivity change in water of PEDOT:PSS/

polyacrylamide nanoweb and PEDOT:PSS hydrogel according 

to swelling time.

Figure. 4.11 Electrical stability test in deionized water for 12h. 

Current reduced just 1.8% compared with initial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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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Nanoweb 기반 회로의 응용

지금까지 nanoweb의 기계적, 전기적 특성과 수중에서의 안정성을

확인하였다. Nanoweb은 PEDOT:PSS를 polyacrylamide감싼 형태의

나노섬유가 서로 엉켜붙어 있는 구조를 가진 재료이므로, 외부 응력에

따라 구조가 비교적 쉽게 정렬되어 쉽게 파손이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외부 변형에서도 전도통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므로 저항변화도 크지

않고, 전기적 이력현상도 나타나지 않는다. 물과 같은 용매에 대해 팽윤

저항성을 가지고 있어 수중에서도 전기적, 기계적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장점을 이용하여 소자의 회로의 일부를 nanoweb으로 구성하여

작동시켜보았다. Figure 4.12 a는 LED 회로를, b는 프로펠러의 회로를

nanoweb으로 구성하여 작동시킨 그림이다. Nanoweb 기반 LED 회로를

제작하였을 때, LED가 성공적으로 작동하였으며, 인장 시나 비틀림 변형

시에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프로펠러 회로에서도

인장 변형(55%) 이후 전류가 약 5%만 변했을 뿐 거의 변화가 없어

프로펠러의 회전수가 크게 변하지 않고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LED 회로를 이루고 있는 nanoweb을 물에 담궈서 24시간동안

LED를 작동시킨 결과 (Figure 4.13 참고), 큰 변화없이 작동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24시간이 지난 뒤 비틀거나 당겨도 역시 기계적 특성의 변화

없이 작동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hydrogel의 경우 24시간 경과 후

팽윤으로 인해 저항이 급격이 상승하여 LED 빛이 많이 희미해지고, 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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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기계적 특성이 퇴화되어 쉽게 찢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ure. 4.12 (a) LED circuit with interconnects containing 

PEDOT:PSS/Polyacrylamide nanoweb. LED operation with 

the nanoweb interconnection released(left), stretched (90%)

(middle), twisted (720°) (right) in the stretched state (110%). (b)

Propeller circuit with interconnects containing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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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OT:PSS/Polyacrylamide nanoweb. Propeller operation 

with the nanoweb interconnection released (left) and stretched 

(55%) (right).

Figure. 4.13 The LED circuit consisting of nanoweb was 

operated to confirm the stability in deionized (DI) water. 

Current didn’t flow in DI water. However, LED was operated 

well immediately when nanoweb was interconnected in DI

water. Operated well even soaked in water for 1 day.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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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hand, PEDOT:PSS hydrogel was swollen and 

PEDOT:PSS inside hydrogel was disconnected because of 

swelling.

4.8. 요약

본 연구팀은 고신뢰성을 가지고 전기적 항상성을 가진 신축성 전도체

PEDOT:PSS/Polyacrylamide nanoweb을 제작하였다. Nanoweb은

PEDOT:PSS와 polyacrylamide의 혼합용액을 전기방사하여 나노섬유를

제작하고 이를 통해 PEDOT:PSS 전도통로가 안정적으로 형성 및 유지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그리고 PEDOT의 결정화도를 향상시키는 이차

도핑 재료인 DMSO를 이용하여 nanoweb 내부의 PEDOT:PSS간의

연결을 향상시켰으며, 마지막으로 DMSO 처리 된 나노섬유를 증류수에

적셔 소프트한 특성을 갖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얻어진 소프트 전도체는

기존 PEDOT:PSS hydrogel과 매우 유사한 형태와 특성을 가졌지만,

nanoweb의 전도통로가 hydrogel에 비해 잘 형성되어있어, 기존

PEDOT:PSS hydrogel에 비해 홀 이동도 및 전기 전도도가 향상되었다.

20wt% PEDOT:PSS를 함유한 nanoweb의 경우, 홀 이동도는 0.273 cm2

V-1s-1 이고, 전도도는 3.11 S cm-1으로 측정되었다. 또한 nanoweb은

기계적 안정성이 우수하여 최대 660%까지 인장이 가능하며, 탄성 특성을

가져 반복변형 시 동일한 응력-변형률 곡선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탄성 계수는 평균 약 25 kPa의 값을 갖는다. 기계적 변형 시 전기적

항상성도 우수하여, 50% 인장률에서 저항이 초기 값 대비 25%정도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기존 탄성 전도체가 갖는 변형률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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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증가율에 비해 매우 낮은 값이다. (탄성 전도체의 경우 변형률

50%에서 저항 125% 증가) 반복변형에 대한 안정성도 우수하여, 50%

변형률로 1000회 반복변형 하였을 때, 저항이 13%밖에 증가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물에 대한 팽윤 저항성도 우수하여

수중에서 기계적, 전기적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도 확인하였다. Figure 

4.14는 nanoweb과 기존 전도성 고분자 기반 전도체의 전기적-기계적

특성을 표시한 지도이다. Nanoweb은 기존 전도성 고분자 및 금속에 비해

탄성계수가 매우 낮으므로 생체와 매우 유사한 기계적 특성을 가진 반면,

전도도는 기존 전도성 고분자 젤에 비해 우수한 것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재료 자체는 PEDOT:PSS hydrogel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체 적합성 또한

크게 훼손되지 않았다.

이러한 장점들을 바탕으로 PEDOT:PSS/Polyacrylamide nanoweb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체 밀착형 또는

수중 전자소자의 배선 및 전극으로 활용되었을 때, 장점이 매우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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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4 Resistivity-elastic modulus map. PEDOT:PSS 

organogel [1.13], PEDOT:PSS (Pristine) [2.1] [4.1], 

PEDOT:PSS (DMSO) [2.1][4.1], Polypyrrole (PPY) (d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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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4.3], Polyacetylene (PA) (doped) [4.4], Polythiophene (PT) 

(iodine doped) [4.5]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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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능성 PEDOT:PSS/Polyacrylamide 

나노섬유 기반 박막

5.1. 도입

나노섬유는 수십~수백 nm의 얇은 굵기를 가진 섬유형 구조재료로,

비표면적이 크고, 작은 세공이 존재하여 흡착성이 우수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촉매나 이차전지 전극 재료 등으로 각광받는

구조이다. 다공성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bulk나 박막형태의 재료보다

광투과도가 뛰어나다. 또한 나노섬유는 표면적이 넓음과 동시에 길게

연결되어 있어, 전도성 재료의 경우 안정적인 전도통로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나노섬유의 구조상 bulk나 박막에 비해 변형을

잘 견디고 파손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팀은 전도성 고분자인 PEDOT:PSS를 나노섬유로

제작하여 기존 PEDOT:PSS 박막을 대체하고자 하였다. PEDOT:PSS가

주로 투명전극, 유연소자의 배선, OECT의 채널 등으로 사용되는데,

나노구조는 투명전극 또는 OECT의 채널에서 매우 유리한 구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PEDOT:PSS의 경우 고분자 사슬의 길이가 충분히 길지 않으며,

서로간의 결합력이 충분하지 않아 쉽게 나노섬유로 제작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PEDOT:PSS 친수성 고분자로 물과 같은 극성 용매에 쉽게

해리되며, 기계적 특성 또한 비교적 단단하여 2% 이상 변형 시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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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나노섬유로 제작하더라도 이러한

수중에서의 불안정성과 기계적 특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팀은 이러한 PEDOT:PSS를 나노섬유 형태로 제작함과 동시에

수중 안정성 및 기계적 변형에 대한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Polyacrylamide를 접합체로 사용한 PEDOT:PSS/Polyacrylamide 

나노섬유로 제작하고 이를 이용하여 투명전극 및 OECT 채널로서의

성능을 확인하였다. 기존 PEDOT:PSS 박막보다 안정적으로 전도통로가

확보되면서 동시에 기계적, 환경적 안정성이 우수해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기능성 재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5.2. 미세구조

Figure 5.1 a는 PEDOT:PSS/Polyacrylamide 나노섬유를 얇게 만들어

PET 위에 올린 후 DMSO 처리하여 제조한 박막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과 같이 나노섬유 박막은 시각적으로 투명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투명도는 구성하고 있는 구조 및 재료에 기인한

것이다. 먼저 나노섬유 구조 자체가 다공성 구조이므로 가시광선 흡수가

bulk나 일반 박막에 비해 우수하다. 더욱이 polyacrylamide의 경우 극성

용매를 흡수하게 되면 팽윤이 일어나고 투명해지는 특성이 있는데

대표적인 예시로 hydrogel이 있다. Polyacrylamide에 둘러싸인

PEDOT:PSS 나노섬유에 DMSO를 적셨기 때문에 DMSO로 인해 섬유가

팽윤하게 되고 시각적으로 투명해지는 특성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Figure 5.1 b와 같이 2 cm × 2 cm 크기의 유리기판 위에 1 cm × 1 cm

PEDOT:PSS/Polyacrylamide 나노섬유 기반 박막을 올린 후, 미세구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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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투과도 및 면저항에 대해서 측정하였다. 광투과도와 면저항에 대한 분석

결과는 5.3, 5.4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Figure 5.1 c는 FESEM을 통해

관찰한 DMSO 처리 전 후의 나노섬유 박막의 미세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처리 전 나노섬유의 경우 섬유간 서로 간격이 멀고 나노섬유의 두께 또한

얇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DMSO에 적신 후 건조한 나노섬유

박박의 경우 섬유간 간격이 비교적 빽빽해지고 섬유의 두께가 두꺼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극성 용매인 DMSO가 열건조를 통해

날아가면서 나노섬유를 끌어당기게 되고, 이로 인해 나노섬유간 간격이

조밀해진 것으로 보인다. 마치 물에 젖은 종이를 열건조한 경우 종이가

쭈글쭈글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뿐만 아니라 나노섬유 자체의 두께도

두꺼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DMSO를 polyacrylamide가

흡수하고 팽윤한 후에 건조 후에도 팽윤된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열건조 후에도 DMSO가 다 날아가지 않고 팽윤된 상태를 유지하는

이유는 DMSO가 polyacrylamide와 수소결합을 이루기 때문으로 보인다.

Figure 5.1 d는 DMSO로 인한 나노섬유의 팽윤 및 수소결합 상태를

나타낸 그림이다. DMSO와 polyacrylamide 모두 극성 분자이므로, 

DMSO가 비교적 쉽게 나노섬유 내부로 흡수되며 따라서 내부에 존재하는

PEDOT:PSS에 도달할 수 있다. DMSO는 대표적인 이차 도펀트로 전도성

고분자인 PEDOT:PSS의 결정화도를 높이는 물질이다. 따라서 침투한

DMSO가 PEDOT의 결정화도를 높여 결과적으로 전기 전도도를

향상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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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1 (a) PEDOT:PSS/Polyacrylamide nanofibers 

deposited on a transparent PET substrate. It is a transparent

and conductive material. (b) Samples for analysis of nanofibers 

(c) Microstructure of nanofibers before and after DMSO-

treatment. (d) Molecular structure when swollen due to DMSO.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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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전기적 특성

5.3.1. 반복 굽힘 변형에 대한 안정성

PEDOT:PSS는 탄성 계수가 2,000 MPa, 탄성 변형 영역이 2% 정도의

비교적 단단한 고분자이다. 따라서 큰 인장 변형 및 반복 변형에 대해

취약하다. 이는 유연소자를 구성하는 소재로서는 부적합한 특성이라 할 수

있다. [2.1]

반면 PEDOT:PSS/Polyacrylamide 나노섬유의 경우, PEDOT:PSS가

넓게 결정을 이루지 않고, 대신에 polyacrylamide를 통해 서로 접합된

형태를 가지고 있어 PEDOT:PSS의 단단한 특성이 개선되면서도, 동시에

전도통로가 나노섬유를 따라 연속적으로 존재하므로 전기 전도도 역시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재료이다. Figure 5.2는 PEDOT:PSS 박막과

PEDOT:PSS/Polyacrylamide 나노섬유 기반 박막의 반복 굽힘 변형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인장률 2%로 50만번의 반복 굽힘 변형 결과,

PEDOT:PSS 박막은 결함 발생으로 인한 전기적 노이즈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다가 약 13만번 굽힘 변형 이후에 완전히 전기적으로 파손되었다.

반면, PEDOT:PSS/Polyacrylamide 나노섬유 기반 박막의 경우, 50만번의

굽힘변형 이후에도 저항이 약 5.6% 밖에 증가하지 않았으며, 노이즈도

관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기존 PEDOT:PSS 박막에 비해 유연성 및

신축성이 향상되었으며, 기계적 안정성 또한 우수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불어 기계적 변형에 대한 전기적 안정성 또한 향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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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2 Resistance change of PEDOT:PSS pristine film 

and nanofibers based film according to repeated bending 

de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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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수중 안정성

PEDOT:PSS는 전도성 고분자인 PEDOT과 도펀트 역할을 하는 PSS로

이루어져있다. 전도성 고분자인 PEDOT의 경우 소수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PSS의 경우 수중에서 음이온화 되는 고분자로 친수성을 가지고

있다. PEDOT:PSS는 대게 PSS가 PEDOT보다 더 많이 분포하며 core-

shell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박막이나 bulk형태로 존재하더라도

수중에서 쉽게 팽윤되고 용해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반면

PEDOT:PSS/Polyacrylamide 나노섬유의 경우 접합체가 전도 통로를

감싸고 있는 형태로 물에 의해 쉽게 용해되지 않도록 고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수중에서도 전기적 안정성이 우수하다.

Figure 5.3은 일반 PEDOT:PSS 박막과 나노섬유 기반 박막의 IV 

sweep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래프에서 살펴보듯이 PEDOT:PSS

박막의 경우 물에 적시기 전 저항보다, 물에 담근 후 저항이 급격하게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나노섬유 기반 박막의 경우 30분이

지나도 거의 저항이 변하지 않았으며, 전류 또한 노이즈 없이 안정적으로

흐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PEDOT:PSS로 이루어진 전도통로가

polyacrylamide로 인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Figure 5.4는 PEDOT:PSS 박막과 나노섬유 기반 박막의 일정한 전압

하에서 수중에서의 전류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PEDOT:PSS 박막의 경우

수중에 있은 지 약 15초만에 저항이 두 배 증가한 반면, 나노섬유 기반

박막의 경우 매우 천천히 저항이 증가하여 30시간 후에 저항이 2배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나노섬유 기반 박막의 접합체로 사용된

poylacrylamide도 수중에서 팽윤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점진적으로

저항이 증가하지만, 고분자 길이 및 열처리 과정을 통해 polyacrylam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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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합을 단단하게 하였으므로 수중에서 용해되지 않고 구조를 유지하는

접합체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며, 더불어 접합체로 인해 팽윤되는

속도도 느려져 수중에서의 전기적 변화를 더디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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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3 IV sweep of (a) PEDOT:PSS pristine film and (b) 

PEDOT:PSS/Polyacrylamide nanofiber based film at 

representative times in water.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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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4 (a) Initial current change of PEDOT:PSS pristine 

film and the nanofiber based film following time in water. (b) 

Long term analysis about current change of the nanofiber 

based film in water.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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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광학적 특성

PEDOT:PSS는 대표적인 투명전극용 고분자로, 우수한 전기 전도도와

광투과도로 인해 LED나 태양전지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기계적

변형에 대해 취약하다는 점과 수중 및 대기 환경에서 불안정하다는

점으로 인해 다양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유연소자로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 앞서 살펴보았듯이 PEDOT:PSS/Polyacrylamide 

나노섬유 기반 박막은 PEDOT:PSS에 비해 기계적 안정성과 수중

안정성이 우수한 전도성 재료이다. 따라서 기존 PEDOT:PSS가 갖는

기능성을 나노섬유 기반 박막이 구현할 수 있다면 향후 PEDOT:PSS를

대체할 수 있는 유연소자용 기능성 재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Figure 5.5 a는 나노섬유 기반 박막의 광투과도와 면저항을 함께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550 nm의 파장을 가진 가시광선의 투과도가

82.34%일 때, 면저항은 286 Ω/□으로 측정되었으며, 동일한 가시광선의

투과도가 72.3%일 때, 면저항은 80 Ω/□으로 측정되었다. Figure 5.5 

b는 기존 투명전극과 비교한 결과이다. PEDOT:PSS/Polyacrylamide 

나노섬유 기반 박막은 구리 기반 나노섬유 투명전극에 비해서는 동일한

투과도 대비 약 10배 큰 면저항을 가진 값이며, ITO보다는 약 2배 큰

면저항을 가진 값과 같아 성능은 조금 떨어지지만, 모두 고분자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생체 적합성과 유연특성이 우수하다. 더불어 기존

PEDOT:PSS 박막과 비교하였을 때는 투명전극으로 성능이 유사하며, 

오히려 기계적, 환경적 안정성에서는 더 우수한 만큼 향후 유연소자용

투명전극으로서의 활용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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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5 (a) Optical transmittance (λ=550 nm) and sheet 

resistance of the nanofiber based film. (b) Optical 

transmittance (λ=550 nm)-sheet resistance map of 

conventional transparent electrode and the nanofiber based 

film.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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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나노섬유 기반 OECT

앞서 PEDOT:PSS/Polyacrylamide 나노섬유 기반 박막의 투명전극

특성을 살펴보았다. 앞장에서는 나노섬유 기반 박막의 광학적 기능성을

확인하였다면, 본 장에서는 기존 PEDOT:PSS이 갖는 전기 화학적 특성을

이용한 유기 전기화학 트랜지스터(OECT)의 기능을 나노섬유 기반

박막이 대체할 수 있는지 확인하였다.

앞서 3.1.2.에서 살펴보았듯이 나노섬유 기반 박막을 이용한 OECT를

제작하고 가장 기본적인 Na+이온센서로서의 성능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순수한 물에 존재하는 H30
+/OH-이온의 농도가 각각 10-

7M을 감안할 때, Na+이온센서는 10-7M 이하의 이온을 검출할 수 없다.

따라서 증류수 및 1 μM, 10 μM, 100 μM, 1 mM, 10 mM 농도의 NaCl

용액에 대한 OECT 성능을 확인하였다.

Figure 5.6은 OECT 성능 확인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시간에 초기

90초부터 1800초까지는 0.5 V의 게이트 전압을 인가하였고, 나머지

시간동안은 -0.5 V의 전압을 인가하였다. 실험결과 Na+농도가 커질수록

더 빠르고 큰 전류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게이트 전압 인가 시

300초 후 전류 변화를 살펴보면, 1 μM는 약 40% 감소하였으며, 10 

μM은 약 50%, 100 μM은 약 55%, 1 mM은 약 67%, 10 mM은 약

93%의 감소를 보였다. 또한 1000초 후 전류 변화는 1 μM는 약 55%로

크게 증가하였지만, 10 mM의 경우 거의 변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검출시간이 기존 PEDOT:PSS 박막에 비해 오래

걸리고, 농도가 낮을수록 검출 반응 속도가 더 느려지지만, 낮은

농도에서의 전류 변화 폭( ∆I/I� ), 곧 transconductance가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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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OT:PSS 박막에 비해 큰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접합체인

polyacrylamide가 이온의 침입과 배출을 방해하기 때문에 반응속도가

느리고, 특히 이온의 농도가 낮을수록 침투할 수 있는 이온의 양이 적어

느린 속도의 영향이 커지는 반면, 표면적이 일반 박막에 비해 넓기 때문에

transconductance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충분한 반응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센서 및 neuromorphic 시스템에서 활용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Figure 5.7은 반복 측정 시에도 일정한 검출 결과가 나오는지 신뢰성을

시험한 결과이다. 시험은 10 μM, 1 mM, 100 mM NaCl 용액으로

진행되었으며, 0.5 V 게이트 전압을 60초 인가하고, -0.5 V를 60초

인가하는 것을 한 주기로 간주하여 총 7회 진행하였다. 시험 결과, 농도가

높은 100 mM에서는 첫 회부터 일정한 결과를 얻은 반면, 농도가 낮은

10 μM, 1 mM에서는 3회 이상부터 일정한 값을 얻을 수 있었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농도가 낮을수록 이온의 침투속도에 더 영향을 많이

받게 되므로 polyacrylamide에 의한 이온 침투 정체시간이 낮은 농도에서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반복 횟수가 많아질수록, 이온의

투과성이 좋아지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3회 이상부터는 일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Table 5.1은 PEDOT:PSS/Polyacrylamide 나노섬유 기반 박막을

이용하여 만든 OECT의 검출한계를 기존 PEDOT:PSS 박막 OECT의

검출한계와 비교한 표이다. 표에서 보듯이 나노섬유 기반 박막의 한계는

기존 PEDOT:PSS 박막과 유사하거나 또는 어떤 측면에서 우수한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수중에서 소실되는 PEDOT:PSS의 수중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부피 대비 표면적을 넓힌 효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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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6 (a) PEDOT:PSS/Polyacrylamide nanofiber based 

OECT performance (b) Response change following NaCl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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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netration and gate voltage applied time.

Figure. 5.7 (a) Repeated On/Off test for confirmation of 

reliability. (b) Response according to On/Off cycles.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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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1 Performances of developed electrochemical sensors 

based on PEDOT:PSS channel-OECT and OECT sensor with 

PEDOT:PSS/Polyacrylamide nanofiber based film as a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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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요약

본 연구팀은 기존 PEDOT:PSS가 가지고 있는 기능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변형에 대한 취성과 극성 용매에서 용해되는 한계점을 극복한

PEDOT:PSS/Polyacrylamide 나노섬유를 제작하였다. PEDOT:PSS는

현재 가장 많이 활용되는 투명전극 외에도, OECT와 같은 전기화학

트랜지스터의 채널로 활용되는 재료이다. PEDOT:PSS의 생체 적합성 및

광학 특성, 전기 화학 특성은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잠재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PEDOT:PSS의 탄성 변형 영역은 2%로,

그 이상의 변형률에 대해서는 파손이 일어나는 비교적 단단한 재료이다.

또한 친수성 고분자인 PSS에 의해 물과 같은 극성 용매에서 용해되어

기계적, 전기적 특성을 잃기도 한다. 따라서 유연하고 신축이 가능한 소자

또는 수중에서 활용되는 소자의 전극 및 기능성 재료로 사용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존재한다.

PEDOT:PSS/Polyacrylamide 나노섬유 기반 박막은 PEDOT:PSS를

polyacrylamide를 이용하여 접합 및 passivation하였기 때문에, 기계적

변형에 쉽게 파손되지 않고 극성 용매에도 쉽게 용해되지 않는다. 반복

변형 실험 결과, 기존 PEDOT:PSS 박막의 경우 15만번의 반복 변형에서

파손이 일어난 반면, 나노섬유 기반 박막의 경우 50만번의 반복변형

시에도 저항이 5.6% 밖에 증가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물

안에서도 기존 PEDOT:PSS 박막의 경우 15초만에 저항이 2배 증가한

반면, 나노섬유 기반 박막은 30시간 후에 저항이 2배 증가하여

지속시간이 7200배 좋아진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기계적, 환경적

안정성이 우수한 나노섬유 기반 박막이 기존 PEDOT:PSS 박막을 대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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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기능성 재료로 사용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투명전극

성능과 OECT 성능을 확인하여 보았다. 투명전극 성능 분석 결과, 

나노섬유 박막 기반의 면저항이 286 Ω/□일 때, 550 nm 가시광선에

대한 투과도는 82.34%로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ITO 투명전극과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오히려 기계적 안정성과 환경적 안정성을

고려하였을 때, 나노섬유 기반 박막이 유연소자용 투명전극으로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다. 더불어 OECT 성능을 확인한 결과, 1 

μM Na+이온을 검출할 수 있으며, 동일한 게이트 전압 하에서

저농도에서의 transconductance는 기존 박막에 비해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재료를 통해 OECT의 성능을 구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나노섬유 기반 박막은 기계적, 환경적

특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유연소자용 OECT에서는 본 재료의 활용성이

우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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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PEDOT:PSS/Polyacrylamide 나노섬유를 제작하고

열처리 공정과 용매 처리를 통해 미세구조를 제어하여 신축성 전도체 및

기능성 재료를 제작하였다. 이에 앞서 PEDOT:PSS로 이루어진

전도통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polyacrylamide를 접합체 및

보호제로 사용한 나노섬유를 제작하였는데, polyacrylamide의 접합특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분자의 길이 및 결정화도를 증가시켰다.

전기방사 방식으로 제작된 PEDOT:PSS/Polyacrylamide 나노섬유를

용매처리하는 방식에 따라 구조 및 특성이 달라지게 되는데, DMSO에

충분히 적신 후 증류수에 적시게 되면 신축성 전도체인 nanoweb이

형성되고, 반면에 얇은 나노섬유에 DMSO를 소량 적셔서 기판 위에

부착한 후 건조시키면 투명성을 가지는 나노섬유 기반 박막이 형성된다.

공통된 용매처리로 DMSO를 사용했는데, DMSO는 PEDOT의 결정화도를

높이는 대표적인 이차 도펀트로 나노섬유 내에 존재하는 PEDOT:PSS의

결정화도를 높이고, 연결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

XRD 분석 결과 DMSO 처리 후의 PEDOT의 결정화도가 처리 전보다 더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Nanoweb과 나노섬유 기반 박막은 동일한 PEDOT:PSS/

Polyacrylamide 나노섬유로 구성되었지만,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

특성에도 차이를 보인다. Nanoweb의 경우 그물형 형태로 나노섬유가

엉켜붙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Nanoweb 내에는 물이 충분히 채워져

있기 때문에 polyacrylamide가 물을 머금은 상태로 존재하며, 따라서

신축성이 좋다. 또한 변형률 550% 이상 변형이 가능한데, 이는 결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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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되면 결함으로부터 파손이 급격하게 시작되는 bulk 형태의 재료와

달리, nanoweb은 섬유가 서로 엉켜붙어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인장에 따라 힘이 분산되는 구조로 정렬되며, 따라서 crack

propagation이 억제된다. 또한 반복변형 시 동일한 응력-변형률 곡선을

보이므로 탄성 특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전기적으로는 접합체인

polyacrylamide가 PEDOT:PSS를 감싼 형태로 나노섬유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전도통로가 내부에 잘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전하 이동도가 기존

젤에 비해서 향상되었으며, 동시에 기계적 변형이나 수중에서의 안정성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에 나노섬유 기반 박막은 나노섬유가 팽윤된 상태로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신축성은 떨어지지만 유연성이 우수하다. 반복

변형 시험에서 50만번의 변형 시에도 저항이 5.6%만 증가하여

유연소재로서의 안정성이 입증되었으며, 수중에서도 기존 PEDOT:PSS 

박막에 비해 지속시간이 7200배 우수해진 것을 확인하였다. 나노섬유

기반 박막은 PEDOT:PSS 박막과 동일한 기능성을 가지고 있어, 투명전극

및 OECT 채널로서 대체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Nanoweb과 나노섬유 기반 박막, 두 재료 모두 PEDOT:PSS가

polyacrylamide 내에 분포되어 전도 통로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적

안정성이 매우 우수하며, 변형 시에도 전기적 이력현상 및 노이즈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수중 환경과 같은 외부 조건에 대해서도 전기적

안정성을 갖는다. 앞으로 본 재료가 갖는 우수한 안정성과 신뢰성 및

구조적 특징을 살리면서, nanoweb의 경우 촉매나 배터리와 같은 기능성

무기 재료와 결합된 하이브리드 스마트 소재를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나노섬유 기반 박막의 경우 이온 센서 및 neuromorphic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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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a human body-friendly electronic device that obtains user's information in 

real time and implements appropriate functions is attracting attention. In particular, as 

the field of real-time health care grows, research on medical contact electronic devices 

that can be attached to the skin or even implanted inside the human body to diagnose 

the health status of the human body in real time and to respond quickly is actively 

proceeding.

However, the conventional silicon-based electronic devices have large differences 

of mechanical characteristics with human body, which makes it difficult for the user to 

wear and restrict the movement. In addition, since it is very difficult to manufacture 

the conventional electronic device considering the complex curvature and strain of the 

body, acquisition of information and transmission of information through bio-

adhesion are very unstable.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develop a flexible 

electronic device having mechanical characteristics similar to human body and 

capable of stable conduction at the same time.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he development of flexible electronic devices is a 

flexible conductor that can reliably deliver current even when deformed. In previous 

researches, metal wires were designed as wavy or horseshoe shapes, or metals were 

deposited on previously stretched elastic substrates to develop flexible conductors. 

However, in the case of metal-based stretchable conductors, there is still a mechanical 

difference from the living body having a complicated deformation characteristic 

because the stretchable range and stretchable direction are limited. Thus, conductive 

gels with mechanical properties suitable for human body have attracted attention as 

substitutes for conventional metal-based flexible conductors. However, there i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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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advantage in that the conductivity between the conductive polymers in the interior 

is unstable, so that the conductivity is low and unstable current flows.

The team developed a new type of flexible conductor that has both the electrical 

stability of conventional metal-based flexible conductors and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conductive gels. We have fabricated PEDOT:PSS / Polyacrylamide 

nanofiber by stabilizing the connection between the conductive polymer Poly (3,4-

ethylenedioxythiophene) -poly (styrene sulfonate) (PEDOT: PSS) using 

polyacrylamide as a bonding material, and heat treatment and solvent treatment. It is a 

stretchable conductor with high stretchability and conductivity. We named this 

stretchable conductor PEDOT: PSS / Polyacrylamide nanoweb due to its constituent 

materials and structure.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this material, 

electrical instability such as current noise and current hysteresis of the existing 

conductive gel was greatly improved,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mechanical 

stability was excellent because it can withstand repeated deformation more than 10000 

times at 50% strain. In addition, the swelling phenomenon of existing gels in the 

solvent such as water did not occur,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characteristics were 

maintained even in the underwater environment such as the inside of the living body.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PEDOT: PSS / Polyacrylamide nanofiber can be 

used as a transparent electrode and ion sensor active material with excellent 

mechanical stability when it is formed as a thin film on a flexible substrate. In the case 

of PEDOT: PSS / PSS film, the resistance of the transparent electrode is increased 

because it is vulnerable to deformation, while the resistance of PEDOT: PSS / 

Polyacrylamide nanofiber is increased to 50,000 times repeated bending deformation 

But did not increase. In addition, when PEDOT: PSS / Polyacrylamide is used as an 

active material in place of PEDOT: PSS in Organic Electrochemical Transis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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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Ts) using an existing PEDOT: PSS film as an active material, ion detection 

function can be performed Respectively.

The team developed a flexible conductive material with improved mechanical and 

electrical stability through the fabrication of nanofiber materials and the post-

treatment process. The new elastic electrode fabrication paradigm is demonstrated by 

demonstrating that the stability of the current path and the electron mobility can be 

improved without losing the elasticity by controlling the structure of the existing 

elastic material without adding a new material. In addition, this material has been used 

to present the potential and potential for use as a material capable of performing 

various functions and wiring of flexible devices.

Keywords: Stretchable conductors, conductive polymers; PEDOT: PSS, 

Polyacrylamide nanofiber, nanoweb, high reliability, high electron mobility, swelling 

resistance, transparent electrode, ion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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