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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인간과 전자기기간 상호작용의 증가에 따라, 그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센서 기술 개발에 대한 요구

가 증가하고 있다. 고성능 센서 기술은 인간의 편의를 제공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원격관리 제어, 

스마트 기기, 보안 및 공공 안전, 환경 감시, 의료 및 헬스케어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한 센서의 특성 

향상 및 실생활 적용 기술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유연성과 신축성을 가지고, 사람의 피부

나 몸 혹은 굴곡진 부분에 부착이 가능한 인공전자피부 및 웨어러블 센서 응용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인

공전자피부는 사람의 피부와 같이 촉각, 온도, 습도, 진동과 같은 물리 및 화학적 자극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

여 외부신호를 감지하고 구분할 수 있는 플렉서블 전자소자이다. 이러한 전기적 신호 변환 방식은 사용되는 소

재에 따라 압저항(piezoresistive), 압전(piezoelectric), 마찰전기(triboelectric), 커패시턴스(capacitive) 방식으

로 동작이 가능하다. 

기존의 MEMS(microelectromechanical systems) 기반 센서 소재는 대부분 휘어질 수 없고 작은 변형에도 

쉽게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플렉서블 전자피부 및 웨어러블 센서로 응용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에는 높은 유연성과 신축성을 지니면서 가공이 용이한 기능성 고분자 소재를 이용한 센서

들이 보고 되고 있다. 대부분의 고분자 기반 물리 센서는 외부에서 가해지는 압력에 따라서 압저항, 압전, 마찰

전기, 커패시턴스 특성이 바뀌는 고분자를 필름 형태로 제작하거나 능동소자와의 집적을 통해 구현되고 있다. 

인공전자피부 및 웨어러블 센서 소자로의 응용을 위해서 높은 민감도, 빠른 반응 및 회복 속도, 높은 내구성 등

을 가지는 고분자 기반의 고성능 센서 제작이 필요하다. 센서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통해 이러한 요구 조건들

을 충족하면서 실제 피부와 같이 정적/동적 촉각, 온도, 습도 등 다양한 신호를 정확하게 감지하고 구분하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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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고분자 기반의 촉각 감지 소재를 이용한 인공전자피부 및 다양한
분야로의 응용. 

그림 2. 전도성 고분자 기반 촉각 감지 소재. (a) 속이 빈 마이크로 구조의
PPy 하이드로겔 소재 제작 방법, (b) 속이 빈 마이크로 구조의 PPy 하이
드로겔 SEM 이미지, (c) 속이 빈 마이크로 구조의 PPy 하이드로겔 기반
압력 감지 소재의 작동 원리, (d) 압력 감지 소재의 압력에 대한 전기적
저항 및 민감도 변화. 

공전자피부에 대한 연구가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다

양한 고분자를 기반으로 외부 압력에 따라서 각기 다른 전

기적 신호 변환 방식을 구현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정한 자극에 대하여 보다 최적화된 감지 특성을 구현할 

수 있는 센서 개발이 보고되고 있다. 

본 총설에서는 다양한 전기적 신호 변환 방식을 이용하

는 고분자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제작된 자극 감지 소재의 

특성 및 그 활용 분야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촉

각감지 인공전자피부 및 웨어러블 센서에 응용될 수 있는 

고분자 기반 고성능 센서 개발의 최근 동향을 기술하고자 

한다. 고분자 기반의 인공전자피부 및 웨어러블 센서 제조

는 그림 1과 같이 압저항, 압전, 마찰전기 특성을 갖는 기능

성 고분자 및 복합소재를 이용하여 각각의 다른 전기적 신

호 변환 방식을 통해 구현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제작된 인

공전자피부 및 웨어러블 센서는 로봇, 헬스케어 모니터링, 

플렉서블 소자 등 다양한 응용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

2. 본론

2.1 압저항 고분자 소재

2.1.1 전도성 고분자 기반 인공전자피부 

전도성 고분자는 금속 전도체와 비슷한 수준의 전기전

도도와 낮은 밀도, 높은 유연성 및 가공이 용이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인공전자피부 및 웨어러블 센서 소재로 많이 

응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poly(3,4-ethylenedioxythiophene)- 

poly(styrenesulfonate) (PEDOT:PSS), polypyrrole(PPy)

와 같은 고분자들은 기계적 변형 및 온도, 습도와 같은 환

경 변화에 따라 전기적 특성이 변화하는데, 이를 이용하여 

촉각감지 인공전자피부로 응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주위

환경 변화 감지 웨어러블 소자로도 이용될 수 있다. 또한, 

PEDOT: PSS, PPy와 같은 고분자는 전기전도도에 따라 색

상이 변화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전기변색(electrochromic) 

특성을 이용한 신축성 electronic textile(e-textile)과 같은 

웨어러블 소재로 응용될 수 있다.1 

전도성 고분자 기반 인공전자피부의 예로써, 그림 2는 

PPy 하이드로겔을 속이 빈 구(hollow sphere) 형태로 제어

하여 높은 민감도의 인공전자피부를 구현한 예를 보여준다.2 

그림 2c와 같이 속이 비어진 마이크로 구조는 높은 유연성과 

낮은 탄성률을 지닐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작은 세기의 자극

에도 쉽게 전기적 특성이 변화할 수 있고 높은 회복력을 가

질 수 있다(그림 2d). 이 이외에 최근에는 PEDOT: PSS 고분

자와 탄소나노튜브 기반의 복합 필름을 제조하여 투명하고 

고민감도의 스트레인 센서로 응용한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3
 인공전자피부는 외부의 물리적, 화학적 자극을 감지

하는 특성 이외에 실제 피부와 같이 자가치유 특성을 가지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는데, poly(N,N-dimethylacrylamide) 

(PDMAA)
4
 및 니켈 입자와 고분자의 복합화를 통해 제작

된 전도성 고분자5는 균열이 발생한 후 시간이 지나면서 전

기적, 기계적 특성을 회복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2.1.2 전도성 복합 소재 기반 인공전자피부 

최근에는 유연하고 신축성이 있는 인공전자피부를 구

현하기 위하여, 높은 전기적, 기계적 특성을 지닌 탄소소

재 (탄소나노튜브, 그래핀) 및 금속 나노소재(은 나노와이

어, 금 나노입자 등) 와 높은 유연성 및 신축성을 부여할 

수 있는 탄성 고분자와의 복합화를 통해 제작된 전도성 복

합 소재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그림 3a). 

Polydimethylsiloxane(PDMS), polyurethane(PU), nitr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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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a) 탄성 고분자 및 전도성 소재 기반 복합소재. (b)전도성 복합
소재 민감도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마이크로/나노 구조 제어.

그림 4. 맞물려진 마이크로돔 구조를 지닌 CNT/PDMS 복합 소재 기반 
인공전자피부. (a) 맞물려진 마이크로돔 간의 터널링 전류를 이용한 고민
감도 인공전자피부 감지 원리, (b) 수직 압력에 따른 저항 변화율, (c) 수직
압력에 따른 응력 집중 분포 시뮬레이션 결과, (d) 다양한 물리적 자극에
따라 다른 패턴의 전기적 특성 변화 그래프.

butadiene rubber(NBR), ecoflex 와 같이 높은 탄성력을 

지닌 탄성 고분자들은 외부 물리적 자극에 대하여 쉽게 변

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고성능의 촉각 감지 소재를 제작할 

수 있고, 또한 온도와 습도에 탄성 고분자의 부피가 팽창 

및 수축하는 것을 이용하여 온도 및 습도 센서로도 응용이 

가능하다. 전도성 복합 소재의 물리적, 화학적 변화에 반응

하는 주요 메커니즘은 내부 전도성 필러의 접촉 저항 변화

를 통해 전기전도도가 바뀌는 것을 이용하는 것이다. 

기존의 탄성 고분자와 전도성 나노소재의 복합화를 통

해 제작된 필름 형태의 고분자 기반 촉각 소재는 전기전도

도 변화를 보기 위하여 높은 수준의 압력을 요구하며, 점탄

성 특성으로 인한 반응 및 회복 시간의 지연 등의 단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최근에는 전도성 복

합 소재를 다양한 마이크로/나노 구조로 제어하여 높은 성

능의 촉각 감지 소재를 구현하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외부압력을 받으면 높은 접촉면적 변화율을 제공할 수 있

는 마이크로/나노구조는 대표적으로 두 마이크로 구조물

이 맞물려진 상태로 배열되는 맞물려진 마이크로 구조와 

마이크로 다공성 구조를 지닌 전도성 복합 소재로 나누어

질 수 있다(그림 3b). 

실제 사람 손가락 피부의 표피와 진피 사이에는 맞물려

진 마이크로 구조가 있는데, 맞물려진 구조는 외부 물리신

호를 뾰족한 부분에 집중시키고 촉각을 효율적으로 전달하

는 역할을 한다.
6
 이를 모사하여 제작된 맞물려진 구조는 

외부 자극에 대한 응력을 집중시킬 수 있고, 수직 압력 이

외에 전단력, 회전력에 대하여 각기 다른 접촉 면적 변형율

을 보이기 때문에 힘의 방향성을 구분할 수 있는 이점이 존

재한다. 따라서, 맞물려진 구조를 모사한 전도성 복합소재 

기반 인공전자피부는 매우 민감하면서 힘의 방향을 정확하

게 감지할 수 있게 된다. 대표적인 예로써, 그림 4는 다중벽 

탄소나노튜브와 PDMS의 복합화를 통해 제작된 전도성 복

합 소재를 맞물려진 마이크로돔(microdome) 어레이 형태

로 배열하여 제작한 고성능 촉각감지 인공전자피부를 보여

준다.7,8 그림 4a와 같이 수직 압력이 가해질 경우, 맞물려진 

마이크로돔 구조의 변형이 일어나고 접촉면적이 증가한다. 

또한, 마이크로돔 구조의 변형으로 내부 탄소나노튜브 간

의 거리가 좁아지면서 터널링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로 

인해 압력에 따라 전체 전자피부의 저항이 감소하게 된다. 

맞물려진 마이크로 구조는 특히 초기 접촉면적이 아주 작

고 작은 압력에도 민감하게 접촉면적이 증가하기 때문에 

고민감도를 가지는데, 0.2 Pa의 최소압력과 59 kPa의 최대

압력 감지 성능을 지닐 수 있다. 그림 4c의 시뮬레이션 결

과는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서 맞물려진 마이크로 돔 구조 

사이에 응력이 집중되고 접촉면적이 커지는 현상을 보여준

다. 또한, 높은 유연성과 신축성을 지닌 탄소나노튜브 복합

소재 기반의 맞물려진 마이크로돔 구조는 그림 4d와 같이 

수직 압력, 전단력, 스트레인, 굽힘 등의 다양한 방향의 힘

이 작용하였을 때, 접촉하는 두 전도성 마이크로돔 구조간

의 접촉 면적이 힘의 방향에 따라서 전기적 신호의 변화패

턴이 다르다. 따라서, 방향성이 다른 힘에 대하여 독립적인 

신호패턴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다방향성 힘을 정확하

게 감지하고 구분할 수 있다. 이 외에, 금속 코팅된 PU 마

이크로 필라, 탄소나노튜브가 코팅된 textile 표면패턴 

PDMS 필름을 맞물려진 구조로 배열함으로써 높은 다방향

성, 고민감도 인공전자피부11를 구현한 연구들도 보고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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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다공성 구조를 지닌 전도성 복합 소재 기반 압력 감지 소재. (a) 
Reverse micelle 용액 내 유기 용매 종류에 따라 다른 크기의 다공성 구조
를 지닌 전도성 복합 소재 기반 압력 감지 소재, (b) 다공성 압력 감지
소재의 압력에 따른 상대적인 저항 변화율, (c) 압력 감지 소재의 구조에 
따른 동일 압력 대비 스트레인 분포 시뮬레이션 결과.

그림 6. 전도성 고분자 기반 인공전자피부의 헬스케어 모니터링 분야로의
응용. 맞물려진 마이크로돔 구조를 지닌 CNT/PDMS 복합 소재 기반 인공
전자피부의 (a) 호흡 감지 센서, (b) 진동 기반 음성 감지 소자, (c) 
PEDOT:PSS 고분자가 코팅된 마이크로 구조 기반 인공전자피부를 이용한
맥박 감지 소자로의 응용.

있다.

마이크로/나노 다공성 구조는 높은 변형률과 빠른 회복 

속도 그리고 접촉 면적의 증가를 통해 고민감도 압력 감지 

소재를 구현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그림 5는 reverse 

micelle 용액의 첨가를 통해 다공성 탄소나노튜브/PDMS 

복합재료 기반 고민감도 압력 감지 필름을 보여준다.
12

 그

림 5a와 같이 reverse micelle 용액에 포함된 유기 용매는 

필름 제조 후 다시 제거되면서 다공 구조가 형성되는데, 이 

때 끓는점이 높을수록 미세한 다공 구조를 가진 다공성 압

력 감지 소재를 구현할 수 있다. 그림 5b의 압력에 따른 전

기적 저항 변화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첨가된 reverse 

micelle 용액의 양이 많고, PDMS 대비 curing agent의 양

이 적을수록 높은 민감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낮은 탄성 계수로 인해 압력에 따른 변형률

이 높아져서 탄소나노튜브 간의 접촉 면적이 확대되기 때

문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림 5c는 압력 감지 소재의 구조

에 따른 동일 압력 대비 스트레인 분포 시뮬레이션을 보여

주는데, 높은 다공성 밀도를 가질수록 변형에 의한 접촉면

적이 증가하면서 스트레인이 집중되는 부분이 넓어지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다공성 구조를 지닌 소재는 

기존의 평면 구조의 압력 감지 소재에 비해 우수한 민감도 

및 높은 회복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산화 그래핀이 코

팅된 PU 스펀지 구조9
, PPy 은나노와이어 복합을 통한 스

펀지 구조13와 같이 다공성 구조 제어를 통한 압력 및 스트

레인 감지 소재들이 보고되고 있다. 

2.1.3 전도성 복합소재 기반 인공전자피부의 응용

높은 유연성과 신축성을 지닌 전도성 복합소재 기반 고

민감도 인공전자피부는 촉각 센서, 로보틱스, 휴먼 머신 인

터페이스 의료 진단용 장비로 응용이 가능하다. 특히, 헬스

케어 모니터링 분야는 원격화, 실시간 모니터링과 같은 기

술의 도입을 통해 최근 응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인공전

자피부를 이용한 응용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전도

성 고분자 기반의 복합소재는 다른 특성의 소재에 비하여 

높은 유연성과 신축성을 지니고 있어서 굴곡진 신체 표면

에 균일하게 부착하여 실시간 진단용 도구로 응용하기에 

이점이 있다. 그림 6a는 탄소나노튜브 복합소재 인공전자

피부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호흡을 체크할 수 있는 의료 

진단용 장비로 응용을 보여주고 있다. 압저항 방식의 압력 

감지 소재는 지속적 압력 변화에 대하여 안정적인 신호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환자의 건강 상태를 진

단하기에 적합하다. 마이크로 구조를 지닌 인공전자피부는 

높은 민감도와 빠른 반응 속도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인체의 목, 손목, 가슴 부위에 부착시켜 미세한 떨림을 감

지하여 음성을 인식할 수 있고(그림 6b) 신체의 맥박과 같

은 생체신호를 감지할 수 있다(그림 6c). 

2.2 압전 고분자 소재

2.2.1 압전 고분자 기반 웨어러블 센서

압전(piezoelectricity)이란 가해준 힘에 반응하여 전압

을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압전 물질에 압력, 스트레인 및 

굽힘과 같은 힘을 가하면 물질의 쌍극자(dipole) 간의 간격

이 바뀌게 되고, 이로 인해 보상 전하(compensating charges)

가 전극에 쌓이게 되어 전압이 발생하게 되고, 가해준 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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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압전 기반 웨어러블 센서의 메커니즘. (a) 압력, (b) 스트레인, 
(c) 굽힘에 대한 전압 및 전류 발생 모식도.

그림 8. 압전 고분자 재료 기반 웨어러블 센서의 예. (a-b) P(VDF-TrFE)
공중합체와 graphene, CNT/PDMS 복합물질 전극을 사용한 웨어러블 센
서의 모식도와 스트레인, 열에 따른 압전, 초전기성 특성에 의한 전압 발생
을 보여주는 모식도 및 그래프, (c-d) P(VDF-TrFE) 공중합체 나노파이버
어레이의 사진 및 굽힘의 세기에 따른 전압 발생을 보여주는 그래프, (e-f)
P(VDF-HFP) 공중합체와 BaTiO3 나노입자로 구성된 복합재료 기반 압력 
센서의 모식도 및 압력에 따른 전압 발생을 보여주는 그래프.

사라지게 되면 전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반대방향으로 전

압이 발생하게 된다(그림 7).14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압전 

물질을 이용한 압력, 스트레인 및 굽힘 감지 전자피부에 관

한 연구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다. 대표적인 압전 물질로는 

PZT(lead zirconate titanate),15 BaTiO3
16 와 같은 무기 물

질과 poly(vinylidene difluoride)(PVDF)
17

, parylene-C
18

 

와 같은 고분자 유기 물질이 있다. 무기 물질은 유기 고분

자 물질보다 높은 압전 특성을 보이지만, 높은 가격, 구조

의 경직성 그리고 복잡한 제조 과정으로 인해 웨어러블 센

서로 응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반면, 유기 고분자 물질은 

낮은 가격, 구조적 유연성, 쉬운 제조 과정 그리고 높은 화

학적, 물리적 안정성으로 인해 웨어러블 센서로 널리 응용

되고 있다.

PVDF는 분자 내에 존재하는 강한 쌍극자 모멘트로 인

해 고분자 압전 재료 중 가장 큰 압전 특성과, 구조적 유연

성으로 인해 센서 분야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압전 고분자 

물질이다. 하지만, 무기 압전 재료에 비해 낮은 압전 특성 

때문에 우수한 압전 특성의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다른 재료들과의 복합화를 통한 압전 특성의 

향상과 마이크로/나노 구조화를 통한 표면적 확대 및 성능 

향상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PVDF의 압전 특성을 향상

시키기 위해 BaTiO3와 같은 높은 압전 특성을 가지는 무기

물질을 첨가한 PVDF 복합물질을 나노구조화한 센서 그리고 

poly(vinylidene fluoride-co-trifluoroetyylene) (P(VDF- 

TrFE))와 같은 PVDF 공중합체를 이용하여 압력 및 스트

레인을 감지하는 센서에 관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그

림 8).
19,20

 그림 8a는 P(VDF-TrFE) 공중합체와 그래핀, 탄

소나노튜브/PDMS 복합물질을 전극으로 사용한 웨어러

블 센서의 모식도이다.13 이 웨어러블 센서는 마이크로 크

기로 패턴화된 구조와 높은 신축성을 가진 복합물질을 사

용함으로써, 30%까지 늘어날 수 있으며, 압전 특성을 통해 

물리적 자극을 그리고 초전기성(pyroelectric) 특성을 통해 

열을 감지할 수 있다(그림 8b). 그림 8c는 전기방사(electro 

spinning) 방법을 통해 유연하면서 잘 정렬된 P(VDF- 

TrFE) 공중합체 나노파이버 어레이의 사진이며, 그림 8d

는 높은 압전 특성의 나노파이버 어레이를 굽힘의 정도가 

커짐에 따라 압전 반응이 커지는 웨어러블 압력 센서로의 

응용을 보여준다.
20

 그림 8e는 poly(vinylidenefluoride-co- 

hexafluoroprpene)(P(VDF-HFP)) 공중합체와 BaTiO3 나

노입자로 구성된 복합 박막을 제조해 압력 및 굽힘 센서로 

사용한 예이다.
19

 이 센서에서는 P(VDF-HFP) 공중합체를 

사용했을 뿐 아니라, 높은 압전 특성을 가지는 BaTiO3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높은 신호를 나타내는 초고감도 압력 

센서를 구현했다(그림 8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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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압전 고분자 재료 기반 센서의 응용분야. (a) graphene 전극으로
감싸진 P(VDF-TrFE) 공중합체를 이용한 자가 동력 압력 센서 및 청각
센서의 모식도, (b) 청각 센서를 이용해 1 – 3,000 Hz 범위의 소리를 감지
한 그래프, (c) 특정 주파수의 소리의 감지를 보여주는 그래프, (d) 
P(VDF-TrFE) 공중합체를 이용한 진동, 가속 센서의 사진, (e) 60 – 80
dB의 소리의 감지를 보여주는 그래프, (f) 웨어러블 센서로의 응용을 보여
주는 사진, (g) 오리엔테이션 센서로의 응용을 보여주는 그래프.

그림 10. (a) 마찰대전 경향성에 따른 고분자 물질 분류 도표, (b) 마찰전기
센서의 작동 메커니즘 모식도.

2.2.2 압전 고분자 기반 웨어러블 센서의 응용

압전 물질은 특유의 빠른 반응 시간으로 인해 높은 진동

수의 진동과 같은 동적인 자극을 효과적으로 감지할 수 있

으며 외부 전원의 공급 없이 전압을 발생시킬 수 있어, 이

를 이용한 자가동력(self-powered) 웨어러블 센서들이 보

고되고 있다.
21

 그림 9a는 그래핀 전극으로 감싸진 P(VDF- 

TrFE) 공중합체를 이용한 압력 센서의 모식도이며, 자가동

력 청각 센서로 응용한 예이다.22 이 청각 센서는 그림 9b와 

같이 1 - 3,000 Hz 의 넓은 범위의 진동을 감지할 수 있으

며, 그림 9c와 같이 500, 2,000 Hz의 특정한 진동수의 진동

도 선택적으로 감지할 수 있다. 그림 9d-g는 전기방사 방법

을 통해 제작된 P(VDF-TrFE) 공중합체 나노파이버 어레

이를 이용한 압력 및 스트레인 센서를 응용한 예를 보여준

다.20 그림 9d는 구멍을 뚫은 투명 박스 안에 센서를 동봉함

으로써 진동 및 가속(accelerate on)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

로의 응용을 보여준다. 이 센서는 60 - 80 dB의 소리를 감

지할 수 있는 청각센서(그림 9e), 웨어러블 센서(그림 9f), 

그리고 사물의 기울어진 각도를 감지할 수 있는 오리엔테

이션 (orientation) 센서(그림 9g)로 응용될 수 있다.

2.3 마찰전기 고분자 소재

2.3.1 마찰전기(Triboelectric) 고분자 물질 기반 플렉서블 

센서 응용

흔히 정전기 현상으로 알려진 접촉 대전(contact electrification) 

효과는 서로 다른 두 물질간의 접촉과 분리가 일어날 때 나

타나며, 이때 전하(charge)가 한 물질의 표면에서 다른 물

질의 표면으로 이동하여 각 물질은 서로 상반된 극성의 표

면 전하를 가지게 된다.
23,24

 이러한 접촉 대전에 의해 생성

되는 전하의 극성과 크기는 물질의 구성요소, 표면 특성 및 

주변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현재까지 주로 고분자 물

질 사이 또는 고분자 물질과 금속 사이의 접촉 대전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접촉에 의한 물질들의 상대

적인 마찰대전성(tribocharging)에 따라 양전하부터 음전

하까지 그 경향성을 나열한 ‘triboelectric series’가 많이 

보고되어있다.
24-27

 그림 10a는 접촉 대전된 고분자 물질들

의 상대적인 극성을 양전하부터 음전하까지 나열한 것으로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고분자 물질부터 합성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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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마찰전기 특성의 극대화를 위한 고분자 물질의 (a) 표면 물성
변화 및 (b) 나노단위의 표면 구조 변형.

그림 12. 고성능 및 고출력 마찰전기 센서의 개발과 웨어러블 소자로의 
응용.

자 물질까지 다양한 고분자 물질의 상대적 마찰대전성을 

알 수 있다.

서로 다른 마찰대전성을 가진 두 고분자 물질이 접촉하

였을 때(그림 10b-i), 마찰전기 특성으로 인하여 전하는 한 

물질에서 다른 물질의 표면으로 이동하게 되며 각 물질의 

표면은 서로 다른 극성의 전하를 나타낸다.
27,28

 자유전자가 

존재하는 금속이나 밴드갭(band gaps)이 있는 반도체 물

질의 경우 열역학적 안정성에 의해 마찰에 의한 전하의 이

동을 설명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고분자와 같은 절연 물질

의 접촉 표면에서 대전 현상이 일어나는 정확한 메커니즘

은 규명되지 않았다. 하지만 절연 물질에서 마찰전기 효과

가 발생하는 원인으로서 이온 이동(ion-transfer)의 가능성

이 제시되었으며, 이에 기반하여 고분자 물질의 이동성 이

온(mobile ion) 전이에 의해 대전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9

 이와 같이 대전된 두 물질 사이가 분리되면 

그에 반하는 보상 전하(compensating charges)가 각 전극

에 생기게 되며, 이러한 정전유도(electrostatic induction) 

현상에 의해 전자 및 전류가 흐르게 된다(그림 10b-ii). 또한, 

유도전하에 의해 중성화된 상태의 두 물질(그림 10b-iii)을 

다시 접촉시키게 되면 앞서 설명한 정전유도 현상에 의해 

다시 반대방향으로 전자 및 전류의 흐름이 생긴다(그림 

10b-iv). 이와 같은 마찰전기 원리를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

의 압력(수직 압력, 전단력)을 전류 및 전압의 신호로 인식

하는 고분자 기반 압력센서를 제작 할 수 있으며, 유연성 

및 내구성이 높은 고분자 물질을 사용함으로써 플렉서블/

웨어러블 센서 개발에 응용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마찰대전 효과를 기반으로 고분자 물질의 

표면 물성 및 구조를 변화시켜 작은 압력에도 높은 전기적 

특성과 민감도를 보이는 고성능 플렉서블/웨어러블 마찰

전기 센서를 개발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먼

저, 더 높은 접촉 대전 효과를 위하여 서로 상이한 극성의 

작용기를 가진 두 고분자를 이용하거나(그림 11a)30 유전체 

(dielectric material) 표면에 이온화된 기체(ionized air)를 

흡착시켜 표면에너지를 극대화시킨31
 사례들이 보고되었

는데, 이와 같이 표면에너지 차이가 큰 고분자 물질을 이용

하면 표면 전하의 이동성이 증가하여 고출력의 마찰전기 

센서를 제작할 수 있다. 또한, 고분자 물질의 접촉 표면에 

구조적 변형을 주어 표면 거칠기를 향상시킴으로써 마찰전

기 특성을 향상시킨 연구들이 보고되어있다. 그림 11b와 

같이 고분자 나노와이어를 이용하여 표면 거칠기를 극도로 

향상시킴으로써 작은 변형에도 높은 마찰전기를 일으킬 수 

있는 웨어러블 센서를 제작하였으며, 이를 이용해 동맥의 

파동 속도, 목소리 및 미세 움직임 인식과 같은 생체 신호 

또한 감지할 수 있다.32 마찬가지로 block copolymer의 자

가조립 현상을 응용하여 나노단위의 미세 패턴을 제작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해 접촉 표면적을 극도로 증가시켜 마

찰대전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33 이와 같이 대전성이 

높고 표면 물성이 서로 상이한 고분자 물질의 개발과 마이

크로/나노단위의 표면 구조 변형을 통하여 간단하고 쉽게 

고성능 마찰전기 센서를 제작할 수 있다. 

마찰전기 현상은 센서로써의 측면뿐만 아니라 외부의 

전력 공급 없이 전압 및 전류 생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

으며, 이를 이용하면 스스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자가전

력 공급 센서의 개발이 가능하여 웨어러블 기기로 응용하

기에 아주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고민감도, 고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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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고성능 마찰전기 센서의 개발은 지금의 스마트 워치 

(smart watch), 스마트 밴드(smart band), 스마트 안경 

(smart glass)과 같은 웨어러블 일렉트로닉스(wearable 

electronics) 분야(그림 12)를 더 발전시킬 수 있으며,
27

 로

봇 산업, 의족, 자가진단 센서, 스마트 헬스케어 등 여러 분

야에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본 총설에서는 고분자 기반 인공전자피부 및 웨어러블 

센서 소자로의 응용 분야를 살펴보았다. 특히, 인공전자피

부 및 웨어러블 센서의 기본적인 구동원리인 압저항, 압전, 

마찰전기 방식을 생성할 수 있는 고분자 소재를 위주로 최

근 동향을 기술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높은 특성의 인공

전자피부 및 웨어러블 센서를 제조한 연구들을 소개하였

다. 현재까지는 기능성 고분자와 탄성 기판과의 결합을 통

해 센서로의 응용 연구 및 다양한 표면 구조 제어를 통한 

고민감도, 고성능의 인공전자피부를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

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각각의 신호변환 방식에 적

합한 응용 분야에 적용하는 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 향후에는 다양한 고분자와 기능성 나노소재의 복합화

를 통한 고성능 센서 개발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

다. 또한, 하나의 신호 변환 방식이 아닌 여러가지 신호를 

동시에 측정하여 여러가지 물리 및 화학적 자극을 하나의 

소자에서 종합적으로 감지하고 구분할 수 있는 인공전자피

부를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이러한 다양한 자극을 동시에 감지할 수 있는 인공

전자피부의 개발은 앞으로 디스플레이, 의료용 소자, 웨어

러블 소자, 헬스케어 모니터링,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 분야

에 중요한 핵심기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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