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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특정 온도(대부분의 고분자의 경우는 유리 전이 온도) 이상에서 균일한 전기장 내부에 존재하는 고분자 박막의 표면
에는 전기장에 의한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표면은 항상 불안정성을 나타낸다. 즉, 고분자 박막의 표면에 전기장을 
가하면 표면이 울퉁불퉁한 형태를 띄고, 이 정도가 심해져서 막대 형태로 성장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타이타니아 
나노막대를 포함한 블록 공중합체 박막의 표면에 나타나는 전기장에 의한 불안정성 형태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평균 직경 10 nm를 갖는 30 nm 길이의 타이타니아 나노막대를 제조한 뒤, 블록 공중합체(폴리스티렌-폴리(2-비
닐피리딘))와 혼합한 뒤에 스핀코팅을 통해서 박막을 형성시킨다. 이 박막을 균일한 전기장 속에 넣고 공중합 고분자
의 유리 전이 온도 이상에서 일정 시간 동안 유지시킨 뒤 다양한 방법으로 관찰한다. 타이타니아 나노막대의 높은 
유전상수는 필름 전체의 유전상수를 증가시켜 표면 불안정성 패턴의 크기를 감소시키고, 박막의 내부에서는 타이타니
아 나노막대의 엔트로피적인 이동 현상은 고찰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연구는 향후 나노입자를 적용한 박막의 
전기장하에서 표면 불안정성 패턴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e influence of titania nanorods with an average diameter of 10 nm and an average length of 30 nm on the electro-
hydrodynamic instability of block copolymer (polystyrene-b-poly(2-vinylpyridine)) thin film was investigated in this article. 
The presence of titania nanorods increased the dielectric constant of the film, which resulted in a systematic reduction in 
the wavelength of the surface instability. Cross-sectional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analysis indicated that the migra-
tion/aggregation of titania nanorods did not occur as a result of the applied electric field. This work can provide a simple 
route to the pattern formation using electrohydrodynamic instability with an aid of nano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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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최근, 박막(thin film) 위에서의 미세 패턴 형성은 표면 코팅, 접착제, 

및 분리막 분야에서 크게 관심을 끌고 있는 연구 분야의 하나이다. 그 

방법론 중의 하나로, 전기장 속에서의 표면 불안정성(electrohydrody-

namic instability)을 활용한 패턴 형성 연구는 이론적으로나 실험적으

로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1-8]. 전기장에 의한 표면 불

안정성을 활용한 패턴 연구는 기존의 방법들이 보여주지 못했던 박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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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면 장력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9-12]. 

현재까지 물질과 전기장과의 상호작용은 잘 이해되어 왔다[1]. 전기

장의 크기가 어떤 값을 넘어서면, 물질의 표면이 불안정해지면서 울

퉁불퉁한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전기장의 힘에 의해서 이 패턴

이 성장을 거듭하여 일정하고 규칙적인 패턴을 완성시키게 된다[7]. 

이때, 패턴의 크기와 형태 및 높이를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는 물질의 

유전 상수(dielectric constant)이다. 형성된 패턴 간의 거리는 대체로 

마이크로미터 수준이며, 박막을 이루는 물질의 성분이나 도입된 나노

입자(nanoparticle)의 종류 및 특성을 잘 제어하면 마이크로미터 이하 

수준의 크기를 갖는 패턴도 형성 가능하리라 기대된다.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무기 나노 입자의 도입은 효과적으로 마이

크로미터 크기 이하의 패턴을 얻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대안으로 고

려되고 있다[13,14]. 나노 입자의 높은 유전 상수와 전체 시스템에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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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EM image of titania nanorods. Figure 2.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apparatus for application 
of electric field. 

일하게 도입되는 특성으로 인해서, 고분자 박막 전체의 물성을 변화

시키지 않고, 넓은 영역에 걸쳐 미세한 패턴(micropattern)의 구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나노 입자는 더불어, 고분자 박막의 기계적, 

광학적, 전기적 특성을 향상시킬 수도 있는 부가적인 장점이 있다. 다

만, 나노 입자의 도입 시에는 나노 입자 표면의 리간드(ligand)를 조절

하여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으나, 이는 간단한 화학적인 방식을 통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즉, 나노 입자의 표면 처리는 나노 

입자의 분산(dispersion)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강하게 나타

난다[14]. 

기존 연구에서, 단일 고분자 박막에 금(Au) 나노 입자를 도입하였

을 때, 표면 불안정성 패턴의 간격이 다소 줄어든다는 사실을 확인하

였다[13]. 그리고, 실리카(silica), 타이타니아(titania), 카드뮴 셀레나이

드(CdSe) 등 다양한 나노 입자도 표면 불안정성 패턴의 간격 감소에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14]. 그리고, 공중합체에 나노입자를 도

입하였을 때, 공중합체의 미세구조, 즉 마이크로도매인이 어떻게 거동

하는지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았다[15,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타이타니아 나노막대(nanorods)가 도입된 블

록 공중합체(block copolymer) 박막 표면에서 일어나는 전기장에 의한 

불안정성 패턴의 발현에 대해서 고찰해 보도록 한다. 고분자 재료 중 

중요한 항목인 블록공중합체는 전기장 하에서 여타의 고분자와 유사

한 거동을 나타낼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두 가지 고분자 사이의 유

전 상수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전기장을 조사할 때 전기장에 의한 고

분자 막의 손실을 막아주는 것이 절실하다. 타이타니아 나노막대의 

제조 및 블록 공중합체 고분자와의 혼합은 투과 전자현미경으로 고찰

하였다. 이 블록공중합체/타이타니아 나노막대 혼합물을 스핀 코팅 

(spin coating)하여 박막을 제조하고, 전기장을 조사하여 표면 불안정

성 패턴을 얻은 후 광학 현미경으로 고찰하였다. 다면 투과 전자 현미

경 고찰을 통해서 타이타니아 나노막대의 이동(migration) 및 응집 

(aggregation) 현상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전기장을 

활용한 미세 패턴 연구에 있어서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선행 연구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2. 실    험

2.1. 재료 

본 실험에서는 실린더(cylinder)형 미세구조를 갖는 폴리스티렌-폴

리(2-폴리비닐피리딘) 블록 공중합체(PS-b-P2VP, Polymer Source, 

Quebec, Canada)를 사용하였다. 폴리스티렌 및 폴리(2-폴리비닐피리

딘)의 몰 분자량은 각각 32 kg과 12 kg이다. 폴리스티렌의 조성비율은 

73%, 폴리(2-폴리비닐피리딘)의 조성비는 27%이다. 따라서, 미세구조

는 실린더형을 갖는다. Oleic acid 그룹으로 표면이 둘러쌓인 타이타

니아 나노막대는 기존의 잘 알려진 방법을 통해서 제조되었다[17]. 

Figure 1은 제조되고 사용된 타이타니아 나노막대를 보여주는 투과전

자현미경 사진이다. 평균 직경은 약 10 nm이며, 평균 길이는 30 nm에 

이른다. 평균 밀도는 4 g/cm3이며, 일반적으로 알려진 유전상수는 50

이다. 상용 용매들인 톨루엔(toluene)과 tetrahydrofuran (THF)는 일반

적인 방법을 통해서 잔류 수분을 제거하였다. 

2.2. 블록공중합체/타이타니아 나노막대 박막의 제조 

1%의 블록공중합체를 용매 THF에 녹인다. 확실하게 균일한 용액

을 만들기 위해서, 용액을  60 ℃ 정도로 올린 뒤 냉각시킨다. 이때, 

THF는 두 가지 고분자에 대해서 모두 좋은 용매(solvent)로 쓰인다. 

이후에, 블록공중합체에 대해서 3%의 타이타니아 나노막대를 추가한 

뒤 마그네틱 바(magnetic bar)를 이용해 약하게 섞어준다. 이 용액을 

실리콘 웨이퍼(silicon wafer)에 올린 뒤에, 스핀 코팅법을 통하여 2000 

rpm에서 60 s간 박막을 형성시킨다. 제조된 박막은 상온 상압에서 건

조하였다. 얻어진 박막의 두께는 약 200~300 nm 수준이다. 이후에, 

얻어진 박막은 두 블록 고분자의 유리 전이 온도 이상인 170 ℃에서 

진공상태로 약 48 h 정도 열처리(thermal annealing)하였다. 이를 통해

서, 블록공중합체의 평형상태(equilibrium)에서의 미세구조를 얻을 수 

있다. 

2.3. 박막에의 전기장 조사 

제조된 박막에 전기장을 조사하는 방법은 Figure 2에 잘 나타나 있

다[15,16]. 타이타니아 나노막대를 포함한 고분자 박막을 품고 있는 

실리콘 웨이퍼가 하나의 전극(electrode)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리고, 

크롬(Cr) 층과 금(Au) 층으로 도포된 soda-lime glass가 다른 하나의 

전극으로 작동하고 있다. Glass 전극에는 buffered 불산(HF) 용액에 

etching처리하여 얻어진 사각형 모양의 홈이 형성되어 있다. 홈의 간

격 (d)는 etching 시간을 조절함으로서 변화시킬 수 있다. 이 실험에서 

d의 크기는 2~3 µm로 조절하였다. 이때, 강한 불산을 사용할 경우 식

각 속도가 매우 빠르므로 미세한 미세한 조절이 어렵게 된다. 그리고, 

유리 전극을 현재 사용한 산 용액에 담궈 두었을 경우, 1 min당 약 0.2 

µm의 식각 속도가 나타난다. Figure 2에 표시된 화살표 방향으로 전

기장이 형성이 된다. 고분자의 유리 전이 온도 이상인 170 ℃에서 일

정한 전압이 인가되어 전기장이 형성되고, 이후 수 시간 동안 전기장

이 조사되었다. 전기장 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전체 전극 assembly가 

상온으로 급속 냉각(quenching)된 후에, 전극들은 수작업으로 해체되

었다. 

2.4. 기기분석법 

표면 불안정성 패턴은 Olympus BX60 광학현미경을 통하여 관찰되

었다. 주사전자현미경 사진은 JEOL6700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가속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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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EM image of PS-b-P2VP/Titania nanorods thin film 
showing homogeneous dispersion of titania nanorods. 

Figure 4. Cross-sectional TEM images of (a) PS-b-P2VP/titania 
nanorods thin film having 3% nanorods thermally annealed at 170 ℃
for 48 h. The yellow and orange arrows indicate the film/air and the 
film/substrate interface, respectively. 

(a)

(b)

Figure 5. (a) Optical microscopy image of a spin coated thin film 
before exposure; (b) electrohydrodynamic instability pattern of 
PS-b-P2VP/titania nanorods thin film having 3% nanorods. The thin 
film was exposed to an electric field of 20 V/µm at 170 ℃ for 12 h. 

압 10 KV에서 얻어졌다. 투과전자현미경 사진들은 JEOL 100CM 투

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가속전압 100 KV에서 촬영되었다. 단면 촬

영을 위한 샘플 준비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블록 공중합체/타이타

이나 박막의 표면에 얇은 탄소막을 도포한다. 이를 통해서 epoxy resin

이 박막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준다. 박막은 epoxy resin에 품어져서  

60 ℃에서 12 h 동안 경화된 뒤에 다이아몬드 칼이 장착된 Leica 

Ultracut Mictotome장치로 단면을 절단하여 샘플을 얻는다. 

3. 결과 및 고찰

먼저, 블록 공중합체 내에서 타이타니아 나노막대가 균일하게 분포

하고 있는지를 확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고분자 박

막 내부로의 나노입자 도입은 나노입자의 표면 관능기를 바꿈으로서 

수월하게 도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수성 고분자인 폴리스티

렌과의 상호 작용에 유리한 oleic acid로 둘러쌓인 타이타니아 나노막

대를 이용하고자 하였다[17]. 따라서, 본 실험에서 사용한 타이타니아 

나노막대의 분산은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Figure 3은 타이타니아 

나노막대가 블록 공중합체 박막 내부에 고르게 분산되어 있음을 확인

하게 해주는 투과전자현미경 사진이다. 이 사진에서는 두 가지 블록 

고분자 중에서 한 쪽에 대해서 변색(staining)시키는 과정을 생략하고 

촬영하였다. 이는 타이타니아 나노막대의 분산에 초점을 맞추기 위함

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나노막대는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엉김 

현상이나 불균일한 분포 형태는 보이지 않고 있다. 고분자 박막에 도

입된 나노입자의 경우, 나노입자의 크기가 증가하거나, 나노입자의 표

면 관능기가 고분자와의 친화도(affinity)가 낮을 경우 나노입자의 엉

김현상이 발생하거나 불균일한 분포 패턴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현

상이 없다는 것은 30 nm 정도의 크기를 갖는 나노 입자가 고분자 박

막에 성공적으로 도입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Figure 3만으로는 타이타니아 나노막대의 균일한 분포와 성

공적인 도입을 확인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Figure 4에 170 ℃에서 

48 h 동안 열처리된 블록 공중합체/타이타니아 나노막대 박막의 단면 

투과전자현미경 사진이 제시되어 있다. 그림에서, 폴리비닐피리딘 영

역은 요오드 증기(iodine vapor)에 의해서 검은색으로 변색되었다. 쉽

게 판단할 수 있듯이, 나노막대는 상당히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전기장 내부에서의 박막 거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엉김현상이나 이

동현상은 눈에 띄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타이타니아 

막대 간의 heal-to-tail 회합 현상은 약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는 나노막대의 크기가 30 nm 수준이 되어, 상대적으로 큰 축에 속하

는 나노막대를 고분자 박막에 넣음으로써 발생하는 높은 엔트로피에 

의한 엉김 현상의 발현이 가능함을 나타내 주는 간접 증거이다[18]. 

만약, 타이타니아 나노막대의 엉김 현상이나 이동현상이 블록공중합

체/타이타니아 나노막대 박막의 내부에서 일어난다면, 그 방향은 주로 

필름/공기층 계면(film/air interface)이나 필름/기질 계면(film/substrate 

interface)이 된다[18]. 실제로 이러한 엉김현상이나 나노막대의 이동

현상이 발생한다면, 전기장 내부에서 블록공중합체/타이타니아 나노

막대 박막이 전기장에 반응할 때 불균일하게 반응하게 되고, 이 경우 

표면 불안정성 패턴이 매우 불규칙적이거나 왜곡되며, 따라서 특이한 

거동이 일어나게 된다. 결론적으로, Figure 4로부터 판단할 수 있듯이, 

불규칙적이거나 특이한 거동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Figure 5에서는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현상인 블록공중합체/타

이타니아 나노막대 박막 표면에서 일어나는 표면 불안정성 패턴을 보

여주고 있다. 실험에 앞서, 스핀 코팅된 박막의 광학현미경 사진을 통

해 균일한 박막의 형성을 확인하였다. 단일색의 균일한 박막이 존재

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Figure 5a). 박막에 전기장을 걸었을 때, 

전기장의 크기가 어느 값에 이르면 불안정성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 값을 critical voltage라고 일컫는다. 이 이후에는 사실 넓은 범위의 

전기장 크기에 대해서 유사한 패턴의 표면 불안정성이 나타나는데, 

그 양상이 Figure 5b에 보여준 바와 매우 비슷하다. 블록공중합고분자 

박막에 전기장(20 V/µm)을 조사하면, 표면을 경계로 하여 전기장의 

구배(gradient)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되면, 전기장에 의한 힘(elec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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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Cross-sectional TEM images of (a) PS-b-P2VP/titania 
nanorods thin film having 3% nanorods exposed to an electric field 
of 20 V/µm at 170 ℃ for 48 h. The yellow and orange arrows 
indicate the film/air and the film/substrate interface, respectively. 

static force)이 걸리게 되고[13], 표면이 불안정해지게 된다. 따라서, 

표면에 울퉁불퉁한 형태가 드러나게 된다. 한편, 블록공중합고분자 박

막 표면 장력은 이러한 형태가 발현하는 것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동

하게 된다. 이 현상들이 서로 상호 작용을 일으켜 결과적으로 표면이 

울퉁불퉁하면서도 규칙적인 패턴이 나타나는 것으로 귀결된다. Figure 

5b에서 보듯이 표면 불안정성 패턴은 광학현미경으로 쉽게 고찰이 되

고, Figure 5의 좌측 상단에 표현되어 있듯이 전자현미경으로 볼 때 그 

구조가 더욱 확실히 드러나게 된다. 패턴은 완벽하게 규칙적이지는 않

고, 패턴 간의 거리도 다소 분포를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

나, Figure 5에서 보이는 현상은 단일고분자(homopolymer) 박막에서 

보여주는 표면 불안정성 패턴과 거의 동일하다[19]. 

이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하자면 다음과 같이 서술할 수 있다. 블록

공중합체의 경우에는 단일 고분자와는 다르게 2가지 블록이 공존하고 

있으므로, 2가지 고분자의 유전상수 차이가 존재한다. 이렇게 되면, 

전기장에 의해 유도되는 힘(electrostatic force)의 크기가 유전상수 차

이에 의존하는 현상이 존재하게 된다. 이 경우, 매우 복잡한 형태의 

표면 불안정성 패턴이 그려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현 시스템에서

는 2가지 블록의 유전상수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단일 고분자와 유사

한 거동을 보이게 된다[15]. 

이제는 블록공중합체/타이타니아 나노막대 박막에 전기장을 조사

한 뒤에 나노막대들이 어느 위치에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

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서 표면 불안정성 거동에 대한 결론을 맺

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Figure 6은 유리 전이 온도 이상에서 20 

V/µm 전기장 하에서 12 h 처리된 블록공중합체/타이타니아 나노막대 

박막의 단면을 보여주는 투과전자현미경 사진이다. 그림에서 확실히 

보듯이, 전체적으로 Figure 4와 두드러진 차이를 인지하는 것을 매우 

어렵다. 즉, 거시적인 타이타니아 나노막대의 이동 및 엉김현상은 없

다는 것이 판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매우 중요한 고찰인데, 실

제로 매우 작은 나노입자도 표면 관능기와 고분자와의 상호 작용 및 

친화력이 낮으면 양쪽 계면으로의 이동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난다

[20]. 심지어, 구형 입자의 경우에도 입자의 크기가 수 나노미터 이상

으로 커질 경우, 입자를 박막에 존재하도록 유도하는 엔트로피가 급

격히 증가해서 입자가 양쪽 계면방향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종종 발견

된다. 특히, 쌍극자 모멘트가 존재하는 입자(CdSe 등)에서는 이 현상

이 두드러진다. 이와는 반대로, 현 시스템에서는 전기장 하에서 불안

정성 패턴을 발현한 이후에도 타이타니아 나노막대는 온전하게 박막 

내부에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결과로부터, 블록 공중합

체와 나노막대가 전기장에 의한 표면 불안정성 패턴의 구현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결론 맺을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블록 공중합체와 타이타니아 나노막대가 전기장 하

에서의 표면 불안정성 패턴 형성과정에 성공적으로 도입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평균 직경 10 nm, 길이 30 nm 수준인 타이타니아 나노막

대가 블록공중합체 박막에 균일하게 도입될 수 있었고, 열처리 이후

에도 엔트로피에 의한 엉김현상과 이동현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한편, 

전기장 조사에 의한 표면 불안정성 패턴 발현 이후에도 타이타니아 

나노막대는 블록공중합체 박막 내부에서 엉김현상과 이동현상이 일

어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전기장에 의한 표면 불안

정성을 통한 미세 패턴 구현에 있어 재료와 방법론의 확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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