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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알파나선구조의 폴리 펩타이드(a-Helical polypeptides)는 

수소 결합(hydrogen bonds)의 극성 배열에 의해 분자단위의 
강력한 전기적 쌍극자 모멘트(electrical dipole moment)를 가
질 수 있다. 그 중에서 Poly(g-benzyl a,L-glutamate) (PBLG)는 
지금까지 알려진 유기물 중에서 분자단위의 가장 강한 쌍
극자 모멘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PBLG 를 이용한 압전 폴리머(piezoelectric polymer)
의 개발이 어려웠던 이유는 극성을 띠는 폴리머 분자를 두
께 방향으로 분극화 시켜 배열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의 유승주 교수는 PBLG
와 poly(methylmethacrylate) (PMMA)를 이용한 PBLG-PMMA 
복합 재료(composite material)를 구성하여 압전 폴리머 개발

에 성공하였으며(1), PBLG 를 이용한 새로운 방식의 압전 폴
리머 개발을 위하여 극성이 정렬된 PBLG fiber 를 제작하였

다. 이러한 압전 폴리머를 이용한 단위 소자 설계를 위해

서는 그 압전 특성을 정확히 측정하고 평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압전 물질(piezoelectric material)의 압전 특성

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정적, 동적인 방법으로 재료의 외부

에서 가해진 힘 (또는 전압)과 전기적 출력 신호 (또는 재
료의 변형)를 측정하여 압전 상수(piezoelectric coupling 
factor)를 구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강유전성 분극

(ferroelectric polarization)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유전이

력곡선(D/E hysteresis loops)을 측정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된

다(2). PBLG 를 이용한 압전 폴리머의 경우에는 기존의 방법

을 이용하여 압전 특성을 측정할 수 있으나 fiber 로 길게 
제작된 PBLG fiber 의 경우에는 기존의 방법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BLG fiber 의 길이방향에 
대해 수직방향으로 균일한 전기장(uniform electric field)을 가
하여 전기장(E)내 PBLG fiber 의 전기적 능동 특성

(electroactive characteristic)을 살펴봄으로써 제작된 PBLG 
fiber 의 영구분극(permanent polarity)의 유무를 검출하였다. 

 
2. PBLG fiber 의 영구분극  검출 방법  

PBLG fiber 는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에 의해 전기장내에

서 능동적인 거동을 나타낸다. 각각의 쌍극자 모멘트가 방
향성 없이 정렬되어 있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유전체

(dielectric material)와 같은 거동을 보이겠지만, 방향성을 가
지고 정렬되어 길이방향으로 영구분극을 나타낸다면 유전

체와는 다른 거동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나 영구분극의 방
향으로 전기장을 생성하고 PBLG fiber 의 변형량을 측정하

기가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Fig. 1 과 같이 영구분극

에 수직한 방향으로 균일한 전기장을 생성하고 그에 따라 
한쪽 끝이 고정된 PBLG fiber 의 휨을 측정하고자 한다. 영
구분극의 방향에 평행하지 않은 균일한 전기장은 각각의 
PBLG 분자에 짝힘(couple)을 발생시키게 되고 이들 짝힘의 
합력은 PBLG fiber 에 휨모멘트(bending moment)를 발생시키

게 된다. 쌍극자 모멘트가 방향성 없이 정렬되어 있는 경
우에는 짝힘의 합력이 서로 상쇄되어 휨모멘트를 발생시키

지 않는다(3). 

 
Fig. 1 Bending of poled PBLG fiber in a uniform E 

 
그러나 PBLG fiber 의 영구분극과 관계없이 정전기(static 

electricity)와 유도쌍극자모멘트(induced dipole moment) 역시 
전기장내에서 PBLG fiber 에 휨모멘트를 발생시킬 수 있으

므로 이들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정전기는 대전열(trioelectric series)에 따라서 PBLG fiber 가공

시 마찰에 의해 발생하며, 대전된 물체에 직접 접촉함으로

써 발생할 수도 있다. 정전기는 극성에 따라서 전기력선

(electric field line)의 방향 또는 반대방향의 힘을 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PBLG fiber 에 휨모멘트를 발생시킨다 (Fig. 2). 
이러한 정전기는 오랜시간 동안 자연 방전시키거나 접지에 
접촉시킴으로써 방전시킬 수 있다. 또한 PBLG fiber 에는 외
부 전기장에 의한 유도쌍극자모멘트가 발생하여 전기장내

에서 힘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쌍극자에 작용

하는 힘의 합력이 전기장의 세기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작
용하여 휨모멘트를 발생시키지만 균일한 전기장 내에서는 
힘의 합력이 상쇄되어 휨모멘트를 발생시키지 않는다(3) (Fig. 
3) 

 

 
Fig. 2 Bending of fiber in a uniform E due to static electricity 

 

 
Fig. 3 Bending of fiber in E due to induced dipole mo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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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Bending direction of poled PBLG fiber in a uniform E 

 
그러므로 정전기가 충분히 방전된 PBLG fiber 는 균일한 

전기장 내에서 정전기와 유도쌍극자모멘트에 의한 휨모멘

트는 거의 받지 않으며 영구분극에 의한 휨모멘트를 주로 
받게 된다. 이때 휨 방향은 영구분극의 방향에 따라서 결
정되므로 PBLG fiber 는 동일한 전기장내에서 고정단의 위
치에 따라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휘게 된다 (Fig. 4). 

 
3. 실험 결과 및 토의  

PBLG fiber 는 지름이 수백 nm 에서 수 μm 이며 모두 같
은 방향으로 영구분극을 가지도록 제작되었다. 이를 조작

이 용이하도록 다발로 사용하였으며, 휨모멘트에 의해 쉽
게 휘어질 수 있도록 5~10 mm 정도의 길이로 재단하였다. 
비수축성, 비전도성 에폭시 수지를 이용하여 PBLG fiber 를 
목재에 접착시켜 fiber 에 작용하는 합력에 의해 휨모멘트를 
갖도록 하였다. 평행 도체 평판을 전극으로 이용하여 균일

한 전기장을 생성하였으며 탐침형 전극을 이용하여 방사형 
전기장을 생성하였다. 

 

 
Fig. 5 Effect of static electricity on PBLG fiber bending in a 

uniform E (a) Equilibrium at rest (b) Bending upward with 
increasing E (c) Contacting to the positive electrode (d) 
Repulsion from positive electrode due to electrical charging 

 

 
Fig. 6 Bending of PBLG fiber to near electrode due to induced 

dipole moment; Both field intensity is increasing to the left 
but the direction of E is opposite from each other 

 
Fig. 5 는 균일한 전기장 내에서 정전기에 의한 PBLG 

fiber 의 거동을 보여준다. 가공 후 대전되어 있는 상태의 
PBLG fiber 는 그 극성에 따라서 전기장의 방향에 따라 같
은 방향 또는 다른 방향으로 일정하고 크게 휘었으며, 접
지에 접촉한 후에는 정전기가 사라져 영구분극에 의한 영

향으로 작게 휘어졌다. 또한 (＋) 또는 (－)전극에 접촉한 
후에는 같은 극성으로 대전되어 전극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힘을 받아 휘어졌다. 따라서 정전기에 의한 영향은 영구분

극에 의한 영향을 압도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모든 실험에 
앞서 접지에 접촉시켜 방전시키는 과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Fig. 7 Bending of both ends of PBLG fiber which is clamped at 

center in the same uniform E 
 
Fig. 6 은 방사형 전기장 내에서 영구분극과 유도쌍극자

모멘트에 의한 PBLG fiber 의 거동을 보여준다. PBLG fiber
는 접지에 접촉시킴으로써 정전기를 방전시켜 사용하였다. 
PBLG fiber 는 전기장의 방향에 관계없이 항상 가까운 전극

의 방향, 즉 전기장의 세기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힘을 받
아 휘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유도쌍극자모멘트에 의한 
영향이 영구분극에 의한 영향을 압도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유도쌍극자모멘트의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균일한 전
기장을 생성시킬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7 은 균일한 전기장 내에서 영구분극에 의한 PBLG
의 거동을 보여준다. PBLG fiber 는 접지에 접촉시킴으로써 
정전기를 방전시켰으며, 균일한 전기장이므로 유도쌍극자

모멘트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 PBLG fiber 의 중앙부분을 고
정시킴으로써 동일한 전기장에 의해 발생하는 같은 방향의 
휨모멘트에 의해 양쪽이 다른 방향으로 휘어졌다. 정전기

에 의한 영향은 양쪽을 모두 같은 방향으로 휘게 만들며, 
유도쌍극자모멘트에 의한 영향은 양쪽을 모두 가까운 전극

쪽으로 휘게 만들므로 이 경우에는 영구분극에 의한 영향

이 압도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로 PBLG fiber 내에 영구

분극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분자상태에서 쌍극자모멘트를 가지는 

PBLG 가 fiber 형태로 제작되었을 때, 전기장내에서의 전기

적 능동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영구분극의 유무를 확인하

였다. 정전기와 유도쌍극자모멘트에 의한 전기적 능동 특
성을 배재시키기 위해서 접지에 접촉시켜 방전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였고 균일한 전기장을 생성하였다. 이로써 
PBLG fiber 가 균일한 전기장 내에서 영구분극에 의한 휨모

멘트로 인하여 극성방향에 따라 달리 휘어지는 것으로부터 
영구분극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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