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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신체 착용 및 부착이 가능한 웨어러블 기기용 유연 전극은 외력에 대한 기계적/전기적 내구성을 확보하고 동

시에, 다양한 기능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Carbon black를 전도성 필러로 적용

하여 Carbon/PDMS 기반 유연 복합체를 제조하고 carbon black의 함량에 따른 복합체의 유연전극, 온도 센서 및 히터용

소재로서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Carbon black의 함량 증가에 따른 비저항 감소를 관찰하였고, 반복인장

에 따른 전기저항 변화율 실험을 통해 유연전극으로서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온도 변화에 따른 carbon/PDMS 복

합체의 전기적 특성 평가를 통해 온도센서로서 적용이 가능한 정온도계수 특성을 관찰하였고, carbon black 함량에 따라

정온도계수 특성 조절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압 인가에 따른 Carbon/PDMS 복합체의 발열 특성 관찰을 통해

히터용 소재로서의 적용가능성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Flexible electrodes for wearable devices have been actively studied in not only achieving mechanical/electrical

stability, but also providing various functionalities for extending its industrial application. In this study, a flexible carbon/

PDMS composite is prepared by addition of carbon black (CB) as a conductive filler, and effect of CB with different

contents on electrical properties of the composite was investigated for the application of flexible electrodes, temperature

sensor and heater. With increase of CB contents, resistivity of the carbon/PDMS was increased, and excellent durability

was observed, confirmed by repetitive stretching deformation test. Resistance increase of the carbon/PDMS with

temperature reveals the property of positive temperature coefficient, which can be applied for temperature sensor. Also,

joule heating on the carbon/PDMS was observed when electrical potential was applied, indicating the applicability of the

carbon/PDMS for he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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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웨어러블 기기 및 유연 디스플레이 등으로 적용

하기 위해 우수한 유연성과 전기전도성을 가진 신축성 전

극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9) 신축성 전극

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장 또는 굽힘 등 외력에 대한

전극 성능에 대한 신뢰성이다. 이는 외력 인가에 따른 기

판과 전극 간의 균열 및 박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외

력 제거 후에도 전극 기능성의 손상없이 쉽게 복원될 수

있는 내구성을 의미한다.10-13) 신축성 전극은 이러한 전극

의 내구성 확보를 위해 유연 전극 패턴 설계 및 표면 제

어 등 다양한 전략이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

법은 박막 증착, 자외선/오존 처리 및 금속 전기도금 등

복잡한 전/후처리 공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공정 단계

를 간소화하면서도 뛰어난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

연전극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14-18) 

탄성 중합체의 하나인 폴리디메틸실록산(PDMS)는 인

간의 피부와 가장 유사한 영률을 가지고 있으며, 투명

도, 생체 적합성 및 우수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축성 전극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3,13,14) 특히,

PDMS를 신축성 전극으로 활용하기 위해 카본블랙, 탄소

나노튜브, 은나노와이어, 금속 입자 등을 전도성 필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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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MS 매트릭스 내부에 적용하여 입자간 네트워크를 형

성할 수 있어 외력 인가에도 우수한 신축성과 전기적 성

질을 유지할 수 있다.19-22) 따라서, 전도성 필러와 PDMS

간의 균일한 혼합 및 프린팅 기술만 확보된다면 대량 생

산에도 적합하기 때문에 상용화 측면에서도 매력적이라

고 할 수 있다. 또한, 전도성 필러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

한 물리화학적 특성으로 인해 기능성을 부여할 수 있어

다기능성 신축성 전극 기반 센서, 수퍼캐퍼시터 등 다양

한 응용 분야로의 확장이 기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카본블랙의 함량이 다른 carbon/PDMS

복합체를 제조하여 신축성 전극으로서의 특성과 함께, 온

도센서 및 히터 소재로서의 응용 가능성에 대해 연구하

였다. 복합체 메트릭스 내의 카본 함량이 복합체의 전기

적 성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고, 동시에, 정비례 온도 계수 (PTC) 특성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Carbon/PDMS 복합체가 신축성 전극으로서 뛰어난 내구

성을 갖고 있으며, 온도센서 및 히터용 발열 소재로서 활

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실험방법

Carbon/PDMS의 잔류 에틸 알코올은 열풍 송풍기를 이

용해 증발시켰다. 혼합된 Carbon/PDMS 용액은 균일 혼

합을 위해 20분간 교반하여 알루미늄 몰드에 프린팅 후,

컨벡션 오븐에서 85oC에서 1시간 동안 경화시켰다. 경화

된 Carbon/PDMS 복합체를 알루미늄 몰드로부터 벗겨낸

후 carbon black의 중량비에 따른 전기 저항을 측정하였

다. 전기저항은 Fig. 1과 같이carbon/PDMS 복합체에 구

리 와이어를 은 페이스트로 고정한 후, 디지털 멀티미터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때, 은 페이스트가 도포된 전

극간의 간격은 2 cm로 유지되었다. carbon/PDMS 전극의

반복인장 실험은 자체제작한 인장실험기를 통해 진행하

였다. Carbon/PDMS 전극 길이 대비 10%, 20% 및 30%까

지 변위를 변화하면서 500 사이클 동안 디지털 멀티미터

를 이용하여 각 전위 변화율에 대한 저항 변화율을 실시

간으로 측정하였다. 이 때, 사용된 샘플의 크기는 길이 30

mm, 너비 5 mm 및 50 um의 두께였다. Carbon/PDMS 복

합체의 온도 변화에 따른 내구성 평가를 위해 TG-DTA

분석을 수행하였다. TG-DTA 실험은 승온속도 3 oC/min

으로 800oC까지 진행하였다. 온도센서 소재로의 적용가

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핫플레이트 위에 샘플을 안착하고

25oC에서 210oC까지 온도를 올리면서 저항 변화율을 측

정하였다. 또한, 히터 소재로 적용가능성 확인을 위해

carbon/PDMS 복합체에 전압을 변화시켜 인가하면서 온

도 변화를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 이 때, 샘플의 크기는 길이 2 cm, 폭 0.5 cm 및 두께 40

um이였으며, 인가 전압의 범위는 5 V에서 24 V였다.

Carbon black의 중량 비율이 다른 샘플들에 전압 인가는

5분간 유지하였고 카메라와 측정 샘플간 거리는 25cm를

유지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PDMS 매트릭스 내에 카본블랙의 양에 따른 상온에서

의 저항 및 비저항이 Table 1에 나타나 있다. 카본블랙 함

량이 5 wt%까지는 전기저항 측정이 되지 않았으나, 10

wt%부터 전기저항값이 10 k으로 측정되었고 20 wt%까

지 카본블랙의 함량 증가와 함께 전기저항이 감소하여

1.5 k 및 비저항 변환시 0.015 ∙m임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는 PDMS 매트릭스 내부에 전도성 필러인 카본블

랙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퍼콜레이션 네트워크(percolation

network)로 인한 전도성 네트워크가 형성되었기 때문

이다.13)

유연전극으로서 carbon/PDMS의 적용 가능성을 조사하

기 위해 반복인장 실험을 진행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를

Fig. 2에 나타내었다. 샘플 길이 대비 인장을 통한 변위

10%, 20% 및 30% 변화에 대해 500 사이클의 인장실험

동안 저항변화율은 초기 저항 대비 0.09, 0.17, 0.21로 각

각 관찰되었으며, 저항 변화의 폭은 반복인장실험 동안

유지되었다. 또한, 반복인장 실험 동안 전기적 단락은 관

찰되지 않았다. 이는 Carbon/PDMS 복합체를 유연전극

소재로 적용가능함을 시사한다. 

온도센서 또는 히터 소재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carbon/

PDMS 복합체의 온도에 따른 열적 안정성을 조사하였다.

일반적으로, PDMS는 200oC 이상의 온도에서 실리콘 주

골격의 절단 등에 의한 열화가 발생해 PDMS의 고유한

신축성이 저해될 수 있다.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carbon/PDMS는 240oC에서부터 질량 감소가 일어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으며 450oC부터 더 이상의 질량감소는 없

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450oC까지 승온시 다수의

발열 픽들 역시 관찰할 수 있다. 이는 240oC부터 carbon/

PDMS의 유기물 분해 및 수축 현상으로 인한 열화가 시

Fig. 1. Measurement of the electrical resistance of carbon/PDMS

composite.

Table 1. Electrical resistance of carbon/PDMS composite with

different contents of Carbon black

Carbon black % 1 wt.% 5 wt.% 10 wt.% 20 wt.%

Resistance (K) X X ~10.0 ~1.5

Resistivity (·m) X X 0.1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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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되고 450oC에서 그 반응이 종료됨을 나타낸다. TG-

DTA 결과를 통해 carbon/PDMS 유연전극의 사용온도 범

위를 240oC 이하로 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정온도계수(Positive Temperature Coefficient; PTC)특성

이란, 온도 증가와 함께, 저항 변화가 지수함수적으로 증

가함을 나타낸다. 이러한 PTC 특성을 가지는 소재는 온

도센서에 적용이 가능하다. Carbon/PDMS 복합체의 PTC

특성 평가를 위해 온도에 따른 전기적 특성을 Fig. 4와

같이 관찰하였다. Carbon black의 함량이 PDMS내에

10%가 첨가되었을 때, 정온도계수 특성을 관찰 할 수 있

었다: Carbon black 10 wt% 첨가 PDMS 복합체의 경우,

20oC에서 9 k의 전기저항값을 보였으며, 210oC까지 온

도 증가시 지수함수적으로 29 k까지 전기저항이 증가

함을 관찰 할 수 있었다. 또한, 20%의 carbon black 첨가

시 carbon/PDMS의 초기저항의 감소와 함께, 온도에 따른

전기저항 변화율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는 필러로서 carbon black의 함량에 따라 온도에 따른 전

기저항 변화율의 제어가 용이함을 알 수 있다. 더 나아

가, 이는 다양한 전도성 필러의 적용을 통해 온도에 따른

전기저항 변화율 제어가 가능함을 시사하고, 따라서, 정

온도계수 특성을 활용한 PTC 온도센서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Fig. 5에는 carbon/PDMS 복합체에 24 V의 전압을 인가

하면서 정해진 시간에서의 온도변화를 적외선 센서를 통

해 확인한 결과이다. 시간의 경과와 함께, carbonf/PDMS

복합체가 발열을 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따라서,

Carbon/PDMS 복합체의 전압 인가에 따른 온도 변화를

관찰하고, 히터 소재로서 적용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Fig.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5,V부터 24,V까지 전압을 복

합체에 인가하여 온도변화를 관찰한 결과, 5,V에서는

Fig. 2. Resistivity variation of the 20 wt.% carbon/PDMS com-

posite under 500-cycle tests with strain of (a) 10%, (b)

20% and (c) 30%.

Fig. 3. TG-DTA result of the carbon/PDMS composite.

Fig. 4. Resistance change of carbon/PDMS composite with

increase of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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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oC, 15 V에서는 39oC, 12 V에서는 48oC, 15 V에서는

59oC 및 24 V 전압 인가시 131oC까지 온도가 상승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carbon/PDMS 복합체는 전압 인가

시 최대 100초 이내에 최고 온도에 도달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전압 인가를 중지한 후, 150초 이내에 상온

으로 온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압 인가

시 이러한 carbon/PDMS의 발열 효과는 저항 증가에 따

른 Joule 효과에 의한 자기발열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전압을 인가하고 있는 동안, 복합체가 최고온도에

서 작은 온도변화율을 보이고 있어 유연 히터 소재로 적

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4. 결 론

Carbon black 필러를 적용한 carbon/PDMS 복합체를 제

조하였고, 유연전극, 온도센서 및 히터 소재로서의 적용

가능성을 조사하였다. Carbon black의 함량 증가와 함께,

carbon 입자간 전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비저항이 감

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반복 인장 실험 결

과, 변위에 따른 신뢰성있는 전기저항 변화율을 관찰할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carbon/PDMS 복합체의 유연 전

극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Carbon/PDMS 복합

체의 온도에 따른 정온도계수 특성과 함께, 전압 인가시

전기저항 증가에 따른 자기발열 특성을 바탕으로 온도

센서 및 유연 히터용 소재로서의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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