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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ducting polymers and carbon nanomaterials offer a wide range of applications because of their unique soft
conducting properties. Specifically, these conducting polymer-carbon nanocomposites have recently been utilized in bioengineering applications, partly because of their improved biocompatibility compared to conventional conducting materials
such as metals and ceramic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se composites offer an important application potential as functional materials for biomedical devices or even as biomaterials, this review surveys the recent research trends on conducting
polymers-carbon nanocomposites, focusing on bioengineering applications such as polyaniline (PANI), poly(3,4-ethylenedioxythiophene) or PEDOT, polypyrrole (Ppy), and carbon nanotubes and graph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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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이 때 함께 넣어주는 이온성 도핑재료가 전하적으로 연결되

1. 전도성 고분자

어 함께 고정된다. 이러한 전기화학 중합법은 고분자 박막을
빠르고 간단하게 그리고 경제적으로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이

고분자란 전기를 통하지 않는 물질로 인식되어 왔지만,
1977년에 앨런 히거(Alan J. Heeger), 앨런 맥더미드(Alan G.
MacDiarmid), 그리고 히데키 시라카와(Hideki Shirakawa)에
의해 산화폴리아세틸렌의 전기적 전도성이 발견되었다.1
그리고 2000년 이들의 노벨 화학상 수상을 계기로 전도성
고분자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었다. Figure 1에서
는 여러 전도성 고분자와 그 구조를 나타냈다.
전도성 고분자의 중합은 크게 산화제에 의한 산화화학 중
합법(Oxidative chemical polymerization)과 이온성 도핑재료

장점인 반면, 전기적 중합 도중 달라붙는 기능기의 전자적, 입
체적 요소에 의한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다는 단점이 있다.
전도성 고분자가 전도성을 가지는 원리는 다음과 같다. 전
도성 고분자는 전자 공여체로부터 전자를 받아(n-type doping)
자유전자를 가지게 되거나, 전자 수용체에 전자를 빼앗겨(ptype doping) 자유 정공을 가진다. 이때 고분자 체인 내에 생
긴 비편재화된 전하전달체(delocalized charge carriers)를 통해
전도성을 가지게 된다. 최초의 전도성 고분자로 발견된 폴리
아세틸렌은 선형의 전자 공명 구조로 반응성이 크고 안정성

첨가에 의한 전기화학 중합법(Electrochemical polymerization)
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산화화학 중합법은 전통적으로는 산
화제를 이용하여 단량체를 산화시켜 중합시키는 방법이다. 이
외에도 에멀젼 용액이나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in-situ 중합 등
다양한 접근법이 시도되고 있다. 산화화학 중합법은 수득률
이 낮고 반응시간이 길며, 생성물이 불균일하고 특성 확인이
어렵다는 단점들을 가지고 있다. 반면 전기화학 중합법은 수
용액 내에 분산된 단량체가 산화된 후 수용액에서 전극 표면
으로 확산되어 중합되기 시작한다. 이 중합체가 핵이 되어 점
점 성장하면서 전극 표면에 균일한 고분자 박막을 형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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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presentative conducting polymers and their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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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떨어져 다양한 분야로의 응용에 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질과의 블렌딩을 통해, 약 300 Scm−1 이상의 양호한 전도성, 얇

고리형 백본(backbone)에 sp2 혼성구조의 π-결합을 가진, 대기

은 산화 필름 상태에서 투명성 등 유용한 특성들을 나타낼 수

중에서 비교적 안정한 방향성 고분자들, 즉 polyaniline (PANI),
poly(3,4-ethylenedioxythiophene) (PEDOT), polypyrrole (PPy)

있다. 또한 7족의 음이온들과 높은 결정성 구조를 만들 수 있
어 금속 이상의 높은 전도성을 만들어 낼 수 있고,6,7 poly(vinyl

등과 같이 1980년 이후에 소개된 전도성 고분자들이 다양한
분야에 널리 응용되고 있다.2

alcohol) 등의 수용성 고분자와의 블렌딩 합성을 통해 수용성
분산액으로 제조가 가능하여 친환경 공정에 적용 가능하다.

먼저 PANI는 저렴하고, 단량체를 쉽게 구할 수 있으며, 합

또한 건조한 상태의 PEDOT은 높은 대기 중 안정성을 가진

성이 쉽고, 우수한 전기 전도성 및 안정성을 지니고 있다.3
PANI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화학적, 물리적 성질이 다

다. 예로, PEDOT/PSS 필름은 100oC의 공기중에 1000시간 이
상 노출되어도 미미한 전도성의 변화가 생길 뿐이다.8

르다. 완전히 환원된 상태인 leucoemeraldine와 완전히 산화
된 상태인 pernigraniline는 전도성을 띠지 않는다. 반면에,

위의 두 전도성 고분자와 마찬가지로 PPy 또한 상온에서 이
루어지는 쉬운 합성법, 우수한 안정성, 고체 표면에 대한 강

50% 산화된 상태인 emeraldine은 전도성이 있으며, 녹색인

한 부착력을 가진 물질이다. 순수한 PPy는 산업적으로 응용

emeraldine salt (ES)와 파랑색인 emeraldine base (EB) 상태를
가지고 있다. Emeraldine은 잘 용해되지 않는 ES 상태에서 탈

하기에는 낮은 전기전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PPy의 전기
적 전도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도핑 재료들이 이용되고 있

수소화 과정을 거쳐 용해되는 EB 상태로 가역적으로 쉽게 전
환될 수 있고, 전도성을 띠기 때문에 PANI 중 가장 많이 사

다. 현재 PPy의 전기전도성은 100 Scm−1 정도로 알려져 있다.

용되고 있는 형태이다(Figure 2). PANI는 양성자를 받아 도핑

2. 탄소재료

4

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emeraldine은 반도체 수준의 전도성
을 가진다.5

나노탄소재료에는 풀러렌, 탄소나노튜브, 그래핀 등이 있다.

PEDOT은 불용성에 부스러지기 쉬운 고분자이지만, poly(styrene sulfonic acid) (PSS)와 같이 전기적 음성이 큰 도핑 물

그 중에 탄소나노튜브와 그래핀은 넓은 표면적을 가지며, 강
도와 탄성율이 탄소섬유 보다 월등히 우수하고, 전기 및 열전

Figure 2. States of PANI emeraldine.
Table 1. Physical Properties of Graphene and Carbon Nanotubes.
Shape

Graphene

SWCNT

MWCNT

Sheet

Cylindrical

Concentric Cylinder

Width: 0.3-10 µm

Length: 10 nm-1 cm

Length: 10 nm-few µm

Thickness: 0.34-100 nm

Diameter: 0.4-3 nm

Diameter: 2-200 nm

Surface Area

~2675 m2/g

1000 m2/g~

100-500 m2/g

Thermal Conductivity

5,000 W/m·K

3,500 W/m·K

2,000-10,000 W/m·K

Tensile strength

1,100 GPa

126.2 GPa

11-150 GPa

Young’s modulus

1 TPa

1~5 TPa

0.2~0.95 TPa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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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 또한 매우 높다. 탄소나노튜브와 그래핀의 물리적 특성
들을 아래 Table 1에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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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혹은 전도성을 부여하는 역할로 이용되어 왔다.14-18
기존 고분자-탄소재료 복합재들과 같이, 전도성 고분자-탄

탄소나노튜브(CNT)는 구조에 따라 단일벽 탄소나노튜브
(SWNT), 이중/삼중벽 탄소나노튜브(BWNT, TWNT), 다중벽

소재료 복합재 역시 기계적 물성이나 전기적 특성이 크게 향
상되는 양상을 보인다.19

탄소나노튜브(MWNT)로 나누어진다. CNT는 그 자체로 눈에
띌 만한 열적, 전기적, 기계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트랜지스

전도성 고분자-탄소나노튜브 복합재는 서론에서 기술한 대
로 산화화학 중합법과 전기화학 중합법을 통해 제조되는 경

터에서부터 휘는 디스플레이, 유기 태양전지까지 여러 전자

우가 일반적이지만, 그 외에도 복합재 제조를 위해 층상자가

전기분야에 이용된다.
또 다른 탄소재료인 그래핀은 단일 원자 두께의 2차원 sp2

조립법,20-22 플라즈마,23 증발,24 화학기상 증착법,25 마이크로
파,26 기상 중합법27,28 등의 제조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다.

혼성구조의 탄소결정이다. 그래핀의 펼쳐진 벌집격자구조는
플러렌, 탄소나노튜브, 흑연이나 다이아몬드와 같은 동소체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제조된 복합재의 형태는 대개 박
막 형태나 Core-shell 구조의 형태를 이루는 경우가 많다. 액

의 기초구조이다. 그래핀은 π-결합 구조로 인해 높은 전기 전

상에서 여과시켜 진공 상태에서 건조 시킨 박막 형태, 또는 전

9

도성, 열 전도성, 기계적 강도와 경도, 전기적 성질을 가진다.
이러한 성질 때문에 그래핀은 CNT와 함께 매우 좋은 보강재

기화학적으로 전극 주위에 박막 형태로 제조된다. 또한 탄소
나노튜브의 주위에 핵으로부터 결정화된 Core-shell 구조를

또는 충전재로도 이용된다.
탄소나노튜브와 그래핀이 다양한 물리 화학적 성질을 가지

이루기도 한다.29,30 본고에서는 이러한 전도성 고분자-탄소재
료 복합재의 바이오 특성과, 이에 따른 3가지 바이오 공학 응

고 있는 것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
러한 탄소재료들을 생물학적 생체기술 분야에서 이용하려는

용 분야인 바이오센서, 약물전달시스템 및 신경접합 인터페
이스에 대해 조사하였다.

연구적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탄소나노튜브와 그래
핀의 생체 안전성은 아직까지 논란 중에 있다. 이들에 대한 일
부 생체독성 연구가 진행되어 있다. 먼저 탄소나노튜브와 그
래핀이 폐에 고농도로 농축되면 폐암 유발 가능성이 증가하
는 등의 실험결과가 보고되어, 나노소재의 확대를 우려하는

1. 바이오센서(Biosensors)
바이오센서란 생물학적 수용체(receptor)와 트랜스듀서(trans-

입장 또한 제기되었다.10-12

ducer)로 구성된 장치를 말한다. 분석물질과 어떤 생물학적 수
용체와의 생체반응을 통해 인식된 어떠한 “효과”를 트랜스듀

하지만 이들은 극단적인 실험조건을 이용한 동물 실험 결
과였기 때문에, 이들을 생체 독성 소재로 단정짓기는 어렵다.

서가 감지하여 측정 및 처리 가능한 정보 신호로 변환 및 검
출한다. 바이오센서의 메커니즘은 효소, 항원 및 항체, 호르몬,

반면 최근 소개된 연구에서는, 그래핀이 탄소나노튜브보다 종
횡비가 작고, 표면적이 더 크며, 용매에 대한 분산성이 더 좋

미생물 등의 다양한 바이오수용체를 박막 형태로 전극에 고
정화시킨 후, 전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으로부터 오는 신호를

다고 밝혀졌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성 때문에, 체내에서
의 그래핀의 세포파괴성 흡수기작이 탄소나노튜브에 비해 적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으로 관찰한다. 바이오센서는 임상 진

어, 그래핀의 생체 안전성이 더 높다고 보고하였다.

단, 환경 모니터링, 음식의 신선도나 바이오 공정의 모니터링
등에 이용된다.31-34 전도성 고분자는 고분자 자체의 표면개질

현재 전도성 고분자와 탄소나노소재 모두 생물학적으로 이
용하려는 연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은 전기/기계적 특성,

을 통해 그 자신의 전기적, 기계적 성질들을 조절할 수 있으
며, 전기중합 시에는 동시다발적으로 단백질 분자와 함께 전

물리/화학적 성질, 소재 공정방법 등 여러가지 상호보완적 차
이점을 가지고 있어, 이들의 복합재 구성을 통해 각각의 장점

극 표면에 직접 증착될 수 있다. 전도성 고분자는 물리적 흡

13

을 강화하고 단점을 보완하려는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 중이

착, 전기화학적 고정화 그리고 공유결합 등 다양한 테크닉들
을 이용해 생체분자들을 고정시킬 수 있어 이들의 적절한 매

다. 본 리뷰에서는 전도성 고분자-탄소재료 복합재의 여러 가
지 바이오 특성이 어떤 시너지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최

트릭스 역할을 해왔다. 특히 전기화학적으로 고분자를 중합
시킬 때 생체분자를 같이 고정화시키는 방법은 어떠한 크기,

근 다방면으로 진행중인 이들의 최신 바이오 공학적 응용에
관한 연구 동향을 살펴본다.

형태학을 갖는 전극 내에서도 고정이 가능하며, 동시에 다성

전도성 고분자-탄소재료 복합재의 바이오응용

바이오센서는 크게 전류법(Amperometric)과 전압법(Potentiometric) 바이오센서로 구분되는데, 먼저 전류법 센서의 경

현재 전도성 고분자 재료와 탄소재료의 복합재 연구는 활
발히 진행 중이다. 특히 탄소나노튜브, 탄소섬유, 그래핀 등의

우 일정한 전압이 걸릴 때 그 반응물이나 생성물의 산화환원
반응 동안 생긴 전류를 측정한다. 전류법 센서는 빠른 응답시

탄소재료들은 레진 등 다양한 고분자들의 기계적 물성의 보

간과 높은 감도의 장점을 갖는 반면, 선택도 문제가 있다. 전

분 마이크로 바이오센서의 제조에도 이용될 수 있는 방법
이다.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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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Schematics of biosensor principles.

압법 센서는 물리적 트랜스듀서 역할을 하는 이온 선택성 혹
은 기체를 감지하는 전극을 이용하여, 분석물질의 농도에 따

PANI 또한 마찬가지로 다양한 탄소재료들과 복합재를 이
루어 센서로의 응용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Sofia Rodrigues

른 전위차를 측정한다. 생체분자들을 고정화시킨 바이오센서
에서 전도성 고분자-탄소재료 복합재는 주로 생체반응에 대

Teixeira 등은 PANI를 screen-printed 그래핀에 전기적으로 중
합하여 복합화하여 α-amylase를 검출하는 바이오센서를 제작

한 생화학적 신호를 전류 신호로 변환시키는 트랜스듀서로

하였다.39 이 센서는 α-amylase의 농도에 대해 매우 선형적인

서 기능하였다. Figure 3은 바이오센서에 대한 개략도를 나
타낸다.

반응을 보이고, 검출 한계는 0.025~1000 IU/L로 매우 넓은 범
위를 가져 생체 내 α-amylase 수준(1~500 U/L)을 충분히 커

바이오센서 중 전도성 고분자를 이용한 바이오센서 연구는
상대적으로 조금 늦게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다양한 물질을

버할 수 있다. Ezgi Bayram 등은 PANI와 MWNT를 gold
working 전극 위에 복합화하여 paracetamol을 검출하기 위한

감지하는 바이오센서가 발표되고 있다. 최근에는 PANI,
PEDOT, PPy와 탄소소재의 복합재를 이용한 전기화학적 바

미생물 바이오센서를 제작하였다.40 센서의 반응 시간은 2s 미
만으로 기존의 센서들(20~350s) 대비 매우 빨랐으며, 검출 범

이오센서들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먼저 Xu 등은 전기중합

위는 5~630 μM, 검출 한계는 2.9 μM였다. 이 센서는 250 μM

법을 이용해 Ascorbate Oxidase 효소를 고정시킨 PEDOT/
MWNT 복합재를 제조하여 아스코르브산을 탐지하는 바이오

의 paracetamol에 대해 7번의 반복 측정 동안 ±0.62% 오차를
보였으며, 4°C에서 9일 보관 후에도 초기의 90% 활동도를 보

센서로 이용하였다. 이 센서는 24번의 성능시험에서 초기 시
험과 거의 동일한 성능을 보여주었고, 10일 동안 99%의 응답

였다. Hong Thi Hien 등은 interdigitated 백금 마이크로전극 위
에 PANI/MWNT를 전기화학적으로 복합화 하고, 일본 뇌염

성을 유지하여 바이오센서로서 우수한 기능적 안정성을 보여

바이러스에 대한 IgG polyclonal 항체를 고정시켜 일본 뇌염

주었다. 또한 L-alanine을 제외하고는 fructose, glucose, sucrose
등 10가지 방해물에 대해 아스코르브산에 대한 완전한 선택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센서를 제작하였다.41 이는 2~250 ng/
mL의 일본 뇌염 바이러스 농도범위에서 선형적으로 바이러

도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들은 PEDOT/MWNT 복합재가
바이오센서로서 효소들의 훌륭한 플랫폼이 된다고 제안하

스를 검출하였다. 그 외에, Shide Wu 등은 glucose를 검출하
기 위하여 PANI, tin oxide, reduced GO 나노 복합재를 플라

였다.36 PEDOT과 MWNT 복합재는 N. Kaur 등에 의해 유기
인산화합물을 검출하기 위한 효소센서로도 제작되었는데, 이

즈마를 이용하여 제조하였고,42 Ashwak Jasim 등은 bacterial
cellulose membrane 위에 PANI와 SWNT를 복합화하여 건조

들은 fluorine doped tin oxide 판에 PEDOT과 MWNT을 증착

상태에서의 전도성을 최대 7.36 × 10−1 S/cm까지 올렸다. 이

하여 Amperometric enzymatic acetylcholinesterase (AChE) 붙
이는 방법이 적용하였다.37 이 센서를 이용하여 유기인산화합

센서의 분해 온도는 bacterial cellulose 단일 소재 대비 78°C
증가하여 바이오 센서로의 가능성을 보였다.43

물 살충제인 malathion의 검출한 결과, 검출 한계 및 범위는
1fM~1 μM이었으며, 검출에 사용된 AChE 중 99%가 2-PAM

PPy/탄소재료 복합재 또한 바이오센서로 이용되었다. Kan
등은 MWNT로 표면을 개질한 전극에 PPy과 도파민을 함께

에 의해 재생되었다. 그리고 I. Mitch Taylor 등은 carbon fiber

증착한 후 다시 추출해내어 분자 자국(molecularly imprinted)

전극에 PEDOT과 GO를 전기화학적으로 코팅하여 생체 내에
서 도파인 signaling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기 위한 센서

의 PPy 고분자 층을 가진 복합재 센서를 제조하였다.44 이 센
서는 특정 도파민의 양과, 방해요소로서 그와 비슷한 구조를

를 개발하였다.38 Rat의 생체 내에서 이 센서는 기존의 carbon
fiber 전극 센서 대비 감도가 880% 증가하였으며, 검출 한계

가진 에피네프린, 아스코르브산, 요산을 10배에서 50배 이상
넣어준 용액에서 도파민을 측정하였을 때 일정한 전류량을 보

는 50%로 감소하였다.

여 도파민에 대한 우수한 선택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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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50일 후의 센서로서의 성능을 비교해 91.1%의 선택
도를 보여 이 센서의 시간에 대한 기능안정성을 검증하였다.
N. Chauhan 등은 bilirubin을 검출하기 위한 바이오 센서를 제
작하기 위하여 GO 나노 입자를 포함한 PPy 층을 fluorine
doped tin oxide 판에 증착하고, bilirubin과 결합할 수 있는
bilirubin oxidase를 고정시켜 효소 전극을 제작하였다.47 이 전
극 센서는 pH 7.5, 30°C 조건에서 2s 이내에 Ag/AgCl 전극
대비 +0.2 V의 전위차를 보였다. 이 바이오 센서의 검출 한계
는 0.1 nM, 정량 한계는 2.6 nM이고, 0.01~500 μM의 bilirubin/
substrate 농도 범위에서 선형적으로 반응하였다. 센서의 반감
기는 150일이며, 이 기간 동안 4°C에서 센서를 보관하며 100
번 재사용이 가능하여 높은 안정성을 보였다. Lite Yang 등은
Figure 4. Histograms of half peak width (T ) parameters of DA
and AA in the range of 0.6~10 μM. Reprinted with permission
from . Copyright (2015) American Chemical Society.
1/2

46

다. 또한 이전의 도파민 탐지 센서들과 비교하여 훨씬 높은 측
정 범위, 낮은 탐지 한계를 보여주어, PPy/MWNT 센서가 추
후 의약 산업에서 도파민을 측정하는 값싼 센서가 될 수 있
45

음을 제안하였다. 또한 Nguyen 등은 goat IgGs와 CNT, PPy
을 함께 전기중합한 복합재를 이용하여 anti-goat IgGs를 탐
지하는 면역센서를 제조하였다. 이 센서는 전도성 측정 실험
을 통해 anti-goat IgGs의 농도에 대한 감도를 보여주었고, 면
역센서로서 낮은 탐지 한계치와 빠른 측정 응답시간을 보여
주었다. 그래핀 또한 마찬가지로 PPy와 복합화 되어 바이오
센서로 이용되었다. Li Wang은 PPy/Reduced graphene oxide
(RGO) 복합재를 신경전극배열 위에 전기화학적으로 증착하
여 4 nM의 검출한계를 가진 고성능의 도파민 센서를 개발하
였다.46 이 센서는 μM 단위에서 도파민 검출의 방해요소인 아
스코르빈산과도 높은 선택도를 보였는데(Figure 4), 이에 대
해 음전하를 띠는 그래핀의 구조가 도파민 양이온을 끌어들
이고 아스코르빈산 음이온을 밀어내기 때문이라고 제안하였

Figure 5. Schematic illustration of drug delivery system.

83,57,84

PPy를 그래핀과 탄소나노튜브 모두와 함께 복합화하여 바이
오센서로 제작하였다.48 이는 rutin을 검출하기 위한 센서로,
그래핀-MWNT 코팅된 유리질 탄소전극에 pyrrole을 전기 중
합하였다. 이 센서는 rutin 농도 0.01~1.0 μM 범위에서 선형으
로 반응하였으며 검출 한계는 5.0 nM이었다. 1.0 μM의 rutin
을 5회 반복 검출하면서 측정된 peak 전류의 상대표준편차는
2.7%였고, 센서를 4°C에서 4주간 보관 후에 측정하였을 때 초
기 전류 반응의 89.5%를 값을 나타냈다. 또한 0.5 μM의 rutin
을 검출하는 과정에서 100배 양의 dopamine, ascorbic acid,
glucose, saccharose, theophylline을 투입하였을 때 rutin의 peak
변화는 5% 미만으로 큰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이 외에도 전도성고분자/그래핀 복합재의 바이오 센서로의
응용은 NO2센서,49 콜레스테롤 센서,50 항말라리아 약물 센서,51
생체모방 H2O2 센서,52 글루코오스 센서,53,54 면역 센서,55 알
코올 센서56 등 다양한 바이오센서로서의 연구가 계속해서 발
표되고 있다.
2. 약물 전달 시스템(Drug delivery system, DDS)
약물 전달 시스템은 다양한 기법들을 통해, 의약으로 사용

57

Reproduced with permission.

Copyright 2009, Nature Publishing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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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Schematic representation of (A) GO/PPy-DEX nanocomposite and (B) DEX release from the GO/PPy nanocomposites in
response to electrical stimulation.

되는 여러 약리적 물질을 체내 세포나 조직 등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기술을 말한다. 약물 전달 시스템에서 중요한 것은

Cassandra L. Weaver은 DEX 약물전달을 위한 PPy/GO 복
합재 필름을 전극 위에 전기화학적으로 중합한 복합재를 제

체내에서의 생체적합성과 더불어 약물의 부작용을 줄이고 타
겟 부위에서의 그 효능을 극대화 시키며 필요한 만큼의 약물

조하였다(Figure 6).59 이 PPy/GO 복합재 필름은 기존의 PPy
필름보다 약 2.3배의 약물을 한번에 효과적으로 방출할 수 있

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복합재 필름은 400회 이상의 연속

DDS는 생물활성 약물의 투입을 약효가 필요한 국지부위로
제한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일차 목표로 한다. 또한, 약

적 자극에도 안정적으로 약물을 방출하였으며, 1000번의 자
극에도 균열이나 층분해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들은 복합재

물 투여 효과의 지속성 향상으로 인한 치료 효과 상승과, 스
텐트, 상처 봉합사, 인공장기 등의 보철재료의 코팅을 통한 약

로부터 방출된 DEX를 1차 신경에 투여하였을 때, 이틀 간의
노출에도 신경세포 밀도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아 생체적합성

물전달 기능 개선이 연구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약물 투입
타겟을 지능적으로 찾아내어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양만큼 전

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달하는 스마트 약물전달 시스템, 즉각적이고 짧은 고농도의

3. 신경 인터페이스(Neural Interface)

약물 방출에서부터 단속적인 장기간의 저농도 약물 방출 시
스템까지, 약물 투여의 다양한 기능과 기법의 전달 시스템이
개발 중이다. 이러한 약물 전달 시스템은 물질의 분산, 확산,
수송, 흡착, 탈착 등 복잡한 이동현상의 조절이 필요하다.57

신경 인터페이스는 체내 조직과 외부 전자기기 사이의 신
호 교환 체계로서 주로 전기화학적 반응에 의해 조절된다. 동

Figure 6는 이러한 DDS에 대한 개략도이다. 본 장에서는 DDS

물 세포는 이온 전위에 의해 자극되어 흥분하는 반면, 신경 전
극은 전자를 통해 신호가 전달되기 때문에 전기화학적인 반

운반체로 사용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전도성 고분자-탄소재
료 복합재의 사용 예들을 소개한다.

응이 일어난다. 또한, 전극은 기계적 강도가 높고 연성이 낮
지만 동물세포는 무르고 연하기 때문에, 유망한 신경인터페

먼저 Xiao는 면역반응 억제제인 Dexamethasone (DEX)가
고정된 PEDOT/SWNT 복합재를 제조하여 약물전달시스템으

이스는 이러한 소재의 물리적 성질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 또

로서의 성능을 조사하였다.58 이들은 우선 복합재가 증착된 전

한, 좋은 물리적 성질 및 전기화학적 성능만이 아닌, 생체 이
식 시 요구되는 장기적인 생체적합성과 전극의 기능적 안정

극이 증가한 표면적으로 인해 기존 전극보다 더 뛰어난 전하
전달성을 갖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 후 100번의 순환전류법

성을 동시에 갖는 것이 큰 과제로 남아있다.60 구체적으로, 신
경 전극의 필수 성능은 1) 신체에 의한 면역반응을 줄일 수 있

을 통해 전기화학적 안정성 또한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약물전달 실험에서도 이 복합재는 PEDOT 단독 전극과 비교

는 생체적합성, 2) 연한 조직과 단단한 전극 사이를 중재해줄
유연성, 3) 세포를 상처입지 않게 할 안전성, 4) 체내의 환경

하였을 때 더 많은 DEX의 양을 고정시킬 수 있었으며 더 빠
르게 약물을 방출하였다. 이를 통해 PEDOT/SWNT 복합재는

을 오래동안 버틸 수 있는 화학적 혹은 전기화학적 안정성, 그

향상된 표면적으로 인해 전도성의 증가 뿐만 아니라 약물을

리고 5) 전기신호를 민감하게 측정할 수 있는 선택도와 민감
도 등이다.61 기존의 전극재료들, 예를 들어, 세라믹과 금속 -

더 많이, 더 빠르게 방출할 수 있어 DDS로서도 매우 유리하
다는 것을 제안했다.

백금, 이리듐, 금, 실리콘, 인듐 주석 산화물 - 들이 주로 신경
전극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최근 개발되고 있는 다양한 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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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Overview of microelectrode arrays implanted in different sections of the nervous system.

전자재료들 또한 새로운 신경전극으로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
다.62-72 (Figure 7) 본 장에서는, 전도성 고분자-탄소재료 복합

경을 통해 신경세포의 부착과 성장을 관찰함으로서, PEDOT/
MWNT 복합재가 독성이 없고 오히려 세포의 부착과 신경돌

재들을 이용한 신경인터페이스용 전극의 최근 응용 사례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기세포의 성장을 돕는 생체적합성을 보인다고 제안하였다. 이
들은 또한 DEX을 함께 분산시켜 PEDOT/CNT/DEX 복합재

먼저 Duan 등은 다양한 전도성 고분자-탄소재료 복합재를

를 제조하여 함께 비교하기도 하였다.76 인터페이스로서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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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 인터페이스 재료로 이용하였다. 그들이 처음 제조했던
PPy/SWNT 복합재는, 순환전류주사법으로 비교하였을 때 대

극실험 전에 실시했던 in vitro 임피던스 실험에서는 DEX이
도핑되며 유효표면적이 줄어들어, 약물이 도핑되지 않은

조군으로 제작된 PPy/Cl, PPy/PSS보다 상대적으로 큰 유효표
면적을 보였으며, 그로 인해 큰 전하전달용량을 보여주었다.

PEDOT/MWNT전극이 훨씬 더 낮은 임피던스를 보였다. 하
지만 자극실험을 진행한 후 시간에 따른 임피던스를 측정하

특히 임피던스의 경우, PPy/SWNT 복합재 코팅 전(54 kΩ)보

였을 때, 아무것도 코팅되지 않은 전극과 PEDOT/MWNT전

다 95% 이상 더 낮아진 임피던스(2.06 kΩ)값을 보였다. 또한
전류 펄스를 20만번 이상 가하였음에도 성능이 8% 정도만 감

극에서는 초기 3일 정도는 낮아졌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면역
반응의 증가로 인해 임피던스가 증가하였다. 반면 PEDOT/

소하여 전기화학적 기능안정성을 증명하기도 하였다. 또한 생
체적합성을 위한 세포실험에서도 이 복합재가 PC12 세포의

CNT/DEX 복합재에서는 시간에 따라 임피던스가 10일 동안
소폭 감소하였다. 그 이유는 DEX 약물이 방출됨으로 면역반

부착과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보였다. 특히 쥐 대뇌피질에서
의 6주간 in vivo 시험을 통해 일반 백금전극보다도 덜한 면

응이 억제되고, 동시에 DEX의 양이 점점 줄어들면서 전기적
신호전달에 대한 유효표면적이 다시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보

역반응성, 그리고 더 양호한 신경세포의 생존성을 보여주어

인다. 이들은 또한 각 복합재에 대해 면역반응에 따른 생체적

차후 영구적 신경인터페이스로의 확장된 응용가능성이 충분
함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또한 PEDOT/MWNT 복합재도 연

합성을 조사하였다. 다양한 항체들(NF200, Iba1, L1, Vimentin,
NeuN, Caspase-3)을 이용한 조사 결과, 특히 L1에 대한 염색

구하였다.74 PEDOT/MWNT 복합재 역시 PPy/SWNT 복합재
처럼 기존 전극들에 비해 뛰어난 전기화학적 특성, 그리고 생

시험에서 강한 신호들을 보여주어, 향후 이 복합재들이 파킨
슨 병이나 척추가 손상된 환자들의 생체 내에서의 신경세포의

체적합성을 보여주었는데, 특히 전류 펄스에 대해서는 2.2%

수복 또는 재생을 촉진시키는 매개체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제

밖에 감소하지 않아, 위에 기술한 PPy/SWNT 복합재보다 훨
씬 뛰어난 전기화학적 기능안정성을 보여주었다.

안하였다. 아울러 이들은 CNT 뿐만 아니라 GO를 이용한
PEDOT/GO 복합재를 제조하여 신경전극으로 이용하였다.77

Cui 등도 만성적 신경자극을 위한 신경전극 개발을 계속 진
행해왔다. 이들이 제작한 PEDOT/MWNT 복합재는 전기화학

PEDOT/GO는 기존 Pt-Ir 신경전극에 비해 현저한 임피던스
개선을 보였다. 일차 대뇌피질 뉴런으로 PEDOT/GO 표면을

적 임피던스가 3개월 동안 계속 안정함을 보여 견고하며 깨
지지 않는 구조적 안정성을 보여주었다.75 또한 주사전자현미

시험했을 때, 배양 하루만에 뉴런들의 신경돌기가 가지로 뻗
어 나갔다. PEDOT/GO와 PEDOT/PSS의 세포생존성에는 큰

76

Seunghyeon Lee et al. / Elastomers and Composites Vol. 52, No. 1, pp. 69-80 (March 2017)

차이가 없었지만, PEDOT/GO쪽의 세포들이 PEDOT/PSS쪽

은 모두 mouse의 primary monocular visual cortex에 삽입되

보다 더 긴 신경돌기 길이를 보여주어 신경전극으로서의 응

었고, 이식 후 50일간 1 kHz 영역에서의 임피던스를 측정하

용에 이점을 보였다.
후에 Hong-Chang Tian 등은 PEDOT/GO를 금 전극 위에 전

였다. PEDOT:PSS를 코팅한 전극의 경우 처음 2주간 임피던
스는 계속 증가하였다. Recording 성능은 감소하기 시작할 때

기화학적 중합으로 코팅하였다.78 복합재 전극은 유효표면적
의 증가로 인해 전하용량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뉴런의

의 임피던스는 988 ± 121 kΩ이었다. 반면 PEDOT/CNT를 코
팅한 전극의 경우 점점 증가하여 2511 ± 67 kΩ이었지만

신호인 1 kHz 주파수 영역에서의 임피던스가 20배 이상 감

recording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Chuntao Chen 등은

소됨을 보였다. 또한 hdPC-12 세포와 NIH/3T3 세포가 증식
하며 성장함을 보여 이 복합재가 생체적합성을 가지고 있음

신경 세포와의 biointerface를 구축하기 위해 extracellular matrix
모방을 시도하였다.81 이들은 GO 도핑된 bacterial cellulose/

을 보였다. 또한 이들은 이러한 복합재 전극을 이용하여 안면
마비된 토끼의 눈꺼풀을 움직이는 데에도 성공하여, 전도

PEDOT 나노섬유(GO-doped BC/PEDOT nanofiber)을 제조하
였고, 이 필름은 높은 전도성과 낮은 임피던스를 보였다. 이

성 고분자-탄소재료의 복합재가 차기 신경 인터페이스 연구

에 PC12 세포를 성장시켜 biointerface를 구축하였고, 세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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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합한 소재로서의 가능성을 보인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Takashi D. Y. Kozai 등은 PEDOT을 칼복실기 기능화된 MWNT

기자극을 통해서 세포 배향성과 발달을 촉진시켰다. Lu Yan
등은 전기 자극을 이용하여 시신경을 재생하기 위하여 PLGA

와 함께 금 전극 위에 전기화학적으로 중합하였다.80 이들은
기존의 PEDOT의 낮은 안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PEDOT/

를 지지체로 하고, PPy와 그래핀을 이용하여 정렬된 나노 섬
유판 전극을 개발하였다.82 시신경 손상의 주 원인은 retinal

CNT를 코팅한 금 전극과 기존의 PEDOT:PSS를 코팅한 금 전
극의 chronic recording 성능 비교를 실시하여 CNT가 PEDOT

ganglion cells (RGC)의 사멸이고, 이들은 손상되지 않은 부분
의 자극을 통해 자가회복 또는 재생을 도모하였다. 이들은

의 안정성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두 전극

pyrrole과 graphite를 ball milling을 하는 동시에 in situ 중합

Figure 8. Confocal microscopy images of RGC cells seeded on (a) the random PPy-G/PLGA nanofibers without ES and (a′) after ES;
(b) the aligned PPy-G/PLGA nanofibers with 1 wt% PPy-G without ES and (b′) after ES; (c) the aligned PPy/G-PLGA nanofibers containing
6 wt% PPy-G without ES and (c′) after ES. (d) Average cell length of RGCs without and after ES. (e) Cell viability of RGCs cultured
on the different substrates. Reprinted with permission from. Copyright (2016) American Chemical Society.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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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electrospinning을 통해 PPy-Graphite/PLGA 나노섬유
를 제조하여 RGC 밀도를 크게 개선시켰으며, 전기 자극을 통
해 RGC의 노화 방지 효과와 더불어 길이를 137%까지 연장
시켰다(Figure 8).

Conclusion
본 리뷰에서는 전도성 고분자-탄소재료 복합재의 특성과 이
에 대한 바이오공학적 응용사례들을 통한 최근 연구동향을 알
아보았다. 이전부터 주로 기계적 강도나 전기적 특성 등의 보
강을 위해 연구되어 왔던 전도성 고분자와 탄소재료의 복합
재는 빠른 시간 내 간단하게 합성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유
효표면적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뛰어난 전기화학적 성
질, 기계적 물성 및 전기전도성을 동시에 가진다. 이러한 성
질들로 인해 전도성 고분자-탄소재료 복합재는 다양한 기계,
전자적 응용 분야에서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이
전도성 고분자-탄소재료 복합재는 바이오센서, 약물전달시스
템, 신경 인터페이스 등 몇몇 바이오공학적 응용분야에서도
충분히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었다. 이번 리뷰에서는 이들의
바이오공학적인 다양한 응용사례들과 그 성과들을 살펴봄으
로 전도성 고분자-탄소재료 복합재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을
알아보았다. 전도성 고분자 - 탄소재료의 복합재은 앞에서 소
개한 다양한 물성의 조합으로 조직공학적 생체소재 응용, 임
플란트형 소재로의 응용, 의료기기 응용, 바이오센서 및 바이
오생산 응용, 바이오닉스 응용까지, 광범위한 잠재적 포텐셜
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분야에서의 응용은 아직 시작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연구 결과가 보고될 것이
라 기대된다. 바이오공학 분야의 새로운 소재로서 이들 복합
재가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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