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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전기전도성 고분자는 1977년 Alan MacDiarmid, Hideki Shirakawa와 Alan Heeger가 폴리아세틸렌의 전

도도를 요오드 도핑을 통해 천만 배 가량 높이는 결과를 얻어내며 처음으로 과학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하지

만 폴리아세틸렌은 가공하기 어렵고 공기 중에서 불안정하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980년

대부터는 폴리피롤이나 PEDOT과 같이 보다 안정적이고 전도도가 높은 전기전도성 고분자가 개발되었다.1 전

기전도성 고분자는 일반적으로 투명 전극, 박멱형 태양전지, 핸드폰이나 컴퓨터의 전자파 차폐 스크린, 발광다

이오드(LED) 소자 등에 사용된다. 

최근 들어서는 전기전도성 고분자를 이용하여 생체재료를 개발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인체 내 

세포들은 전기적 신호에 반응하고 그 신호를 이용해 상호간의 소통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세포간 시냅스

에서 생성되는 활동전위를 이용한 신호전달체계를 들 수 있다. 특히, 신경세포, 심근세포, 근육세포, 줄기세포 

등이 전기장(electromagnetic field)에 직접적인 반응을 하고 혈관형성, 세포분열, 신경세포신호(nerve signa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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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생의학적 응용분야에 많이 쓰이는 전기전도성 고분자의 화학 구조. 그림 2. 전기전도성 고분자의 생체 모사 방향.

신경발아(nerve sprouting), 상처 치료 등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3 전기전도성 고분자는 우수한 전

자적, 전기적, 광학적 특성을 지닌 동시에 고유의 고분자가 

갖는 이점인 가공성과 물리적 강도도 지니고 있는 유기화

합물이다.1 전기전도성 고분자는 전기적 자극의 정도와 지

속시간을 조절하여 전기적 신호를 정확하고 부분적으로 전

달할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센서, 신경 프로브(probe), 조

직공학용 스캐폴드(scaffold), 약물전달체 등의 재료로 주

목 받고 있다. 의공학적 응용을 위한 생체재료로 사용되는 

전기전도성 고분자의 대표적인 예로는 폴리피롤

(polypyrrole), 폴리티오핀(polythiophene), PEDOT(poly 

(3,4-ethylenedioxythiophene), 폴리아닐린(polyaniline) 

등이 있다(그림 1). 전기전도성 고분자의 화학구조를 보면, 

고분자의 뼈대 사슬이 파이 컨쥬게이션(pi-conjugation)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길게 뻗어 있는 고분자 

사슬의 파이전자가 서로 포개지며 비편재화(delocalization)

되면서 고분자 자체가 고유의 전기 전도성을 갖게 되는 것

이다.
6

전기전도성 고분자가 전도성을 가지려면 고분자의 뼈대

가 산화되거나 환원되어 양전하나 음전하를 띠어야 한다. 

전기전도성 고분자를 산화 혹은 환원시키기 위해서는 도판

트(dopant)라고 불리는 불순물을 첨가하여 도판트가 고분

자의 전자를 받거나(p-doping) 내어주는(n-doping) 역할

을 하여 도핑을 하는데 이는 화학적인 방법이나 전기화학

적인 방법을 통해 수행될 수 있다.
7
 화학적 방법으로 합성

한 전도성 고분자는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고분자 벌크

(bulk)의 공유적 변형(covalent modification)이 가능하다

는 장점이 있는 반면, 박막을 만들기 어렵고, 합성 방법이 

다소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전기화학적 방법을 이용했

을 때는 박막을 만들기 쉽고 합성법이 빠르고 간단하며, 특

정 기능을 갖는 분자들을 전극에 전도성 고분자와 같이 증

착(deposit)시킬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나, 증착된 막을 전

극 표면에서 떼어내기 어렵고 고분자 벌크의 공유적 변형

이 어렵다는 점을 고안해야 한다.
1

생체에 거부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전기전도성 고분자 

기반 생체재료를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체 모사 방

법들이 대두되고 있다. 본 총설에서는 전도성 고분자의 생

체활성도(bioactivity)를 높이는 방법, 고분자 박막의 표면

구조(topography)를 변형하는 방법, 기계적 강도를 조절

하여 생체모사하는 방법, 그리고 조직공학적 측면이 아닌 

약물전달시스템이나 광선치료법(phototherapy)으로 쓰이

는 기술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그림 2). 

2. Bioactivity가 부가된 전기전도성 생체재료

전도성 생체재료를 이용한 세포의 상호작용 증진에 있

어, 생화학적 특성을 부가하여,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 연

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왔다. 이는, 전도성 생체재료의 생

체친화성을 증가시키는 것과 동시에 세포의 성장과 분화를 

돕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한다. 주로 사용되는 생화학적 기능

성 인자는, 세포외기질(extracellular matrix, ECM) 성분, 

생장인자, 화학물질 등이 있다. 이의 생물활성을 갖는 인자

를 전기전도성 재료의 표면에 부착 또는 벌크에 첨가해, 세

포-조직간 친화도를 높이거나 특정 생화학적 신호를 전달

하는 방법은 전기적 상호작용 효율의 증대 뿐 아니라 부가

적으로 생체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한 전략 중 하

나이다.
8
 

이중 세포외기질은 세포 주변에 존재하는 다양한 생체

분자들의 집합으로 세포와 직,간접적으로 접합하여, 세포

에 생장 및 사멸의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생체

물질로, 세포외기질 및 펩타이드가 부착된 전도성 생체재

료는 세포와 스캐폴드간의 부착성 및 친화성을 높여 세포

의 분화 및 증식을 활성화 한다.
9,10

 또한 특정 생화학적 신

호전달을 매개하는 생물활성 분자들(예를 들어 heparin, 

dextran sulphate, hyaluronic acid, chitosan, collagen, 

growth factor)과 화학적 결합을 하거나 이들을 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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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세포외기질 펩타이드(RGD, Arg-Gly-Asp)가 화학적으로 부착된
폴리피롤과 변형되지 않은 폴리피롤상의 HUVEC (human umbilical vein
endothelial cell)의 배양이미지.12

(a)

(b)

그림 4. 폴리피롤 표면에 N-hydroxysuccinimide 작용기를 갖는 피롤과 
일반 피롤 단량체를 공중합한 폴리피롤에 신경성장인자의 화학적 부착한
시료에서의 PC12신경세포의 신경돌기형성의 영향. 신경생장인자가 화학
적으로 부착된 폴리피롤(NGF-on-PPy)과 변형되지 않은 폴리피롤상에
서 배양액에 신경생장인자를 포함하거나(NGF-in-solution) 포함하지 않
고(no NGF) 5일간 배양한 대조군에서 신경돌기(neurite)형성 (a) 및 대표
적 형광이미지 (b)14. * scale bar=50 μm.

그림 5. 도판트에 따른 고분자 표면구조 변화.16

그림 6. 폴리피롤/PLGA 나노 섬유상의 세포 형태 변화.20

(incorporation)시키는 방법이 있다.
11

 일반적으로 생화학

적 특성을 가지는 작은 분자들은, 물리적 흡착, 전도성 고

분자 중합중에 포함시키는 방법(entrapment), 도판트로 

전달하는 방법, 화학적인 부착등의 다양한 방법이 이용되

고 있다. 특히, 화학적으로 부착하는 방법은 재료 표면에 

안정적으로 bioactivity가 오랫동안 나타낼 수 있어, 지속

적인 활성을 갖는 전도성 생체재료를 구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카르복실기(carboxylic group, COOH)가 도입된 피

롤 유도체를 함께 이용하여 중합한 폴리피롤 전도성 필름 

표면은, 피브로넥틴(fibronectin)유래의 펩타이드인 RGD(Arg- 

Gly-Asp)를 화학적으로 부착할 수 있어 세포 부착을 증가

시킬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
12

 

펩타이드외에 다당류 히알루론산이 부착된 피롤-히알루

론산 중합체를 합성하고 전기화학적으로 표면에 코팅하여, 

생체 전극 표면의 생체 적합성을 증대시킬 수 있었다.
13

 그 

외에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heparin, collagen, 신경생

장인자(nerve growth factor)등을 도입하여 신경세포를 

포함한 다양한 생리화학적 활성이 지속적으로 나타내도록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중이다. 특히 그림 4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화학적으로 부착된 신경생장인자는 용액상에 

첨가한 일반적인 신경생장인자와 같은 역가를 나타낸다.

3. 전도성 고분자의 표면 미세구조 형성 방법 및 응용

재료의 표면구조는 일반적으로 세포의 부착 및 상호작

용에 크게 영향을 준다. 이는 세포와 재료의 결합시, 세포

막에 존재하는 integrin의 크기 및 활성도에 영향을 주어, 

actin의 구조, 세포핵의 tension, 유전자 전이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생체재료의 표면 구조를 미세

하게 조절하는 것은 의공학적 응용에 매우 유익한 방향으

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전기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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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미세나노구조의 폴리피롤상의 해마신경세포.22

그림 8. 미세 표면 주름을 갖는 폴리피롤 위에서의 C2C12 세포 형태.23 그림 9. 몸의 조직 및 장기의 탄성 강도 값.29

성 재료의 표면구조를 조절하고 이의 영향을 연구한 결과

들이 폭넓게 보고되고 있다. 

우선, 전도성 고분자의 합성 조건에 따라 생성되는 전도

성고분자의 표면구조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지지 전해질, 

기저 양극의 결정학적 구조, 동역학, 석출 전위, 도판트의 

성질, 온도와 pH, 그리고 단량체 용액의 농도 등에 영향을 

받아 표면의 미세 구조가 결정된다.
15

 간단하게 짝이온의 

종류와 합성 시간을 달리 하여도 다양한 표면 구조를 만들 

수 있다. 그림 5와 같이 도판트로 염화물(a-b), 폴리비닐 황

산염(c-d), 데르마탄(e-f), 콜라겐(g-h) 을 사용할 경우, 그 

표면구조가 다양하게 만들어지며, 시간이 짧을수록 얇고 

깨끗한 필름형태로(왼쪽), 시간이 길수록 두껍고 확실한 표

면구조를 갖는 필름으로 형성된다(오른쪽).
16

 이러한 기질

에 인간각질형성세포(human keratinocyte)를 키웠을 때

의 거동이 보고되었는데, 세포의 생존율이 22.65% (폴리피

롤/콜라겐)에서 87.71% (폴리피롤/데르마탄)까지 차이를 

보였으며 이로써 도판트에 따른 미세구조 변화 및 그에 의

한 세포에의 영향을 알 수 있다.
17

전도성 고분자의 미세구조는 섬유 형태나 나노튜브 형

태로도 만들어 질 수 있으며, 이는 생체 내의 환경을 모사

하는데 좋은 구조를 제공해 준다. 섬유형태로의 제조 방법

에는 나노섬유/와이어를 시드로 사용하여 성장시키거나,
18

 

강한 전기장 하에서 극성 고분자 용액을 분사하는 전기방

사 방법이 대표적이다. 특히 전기방사 방법은 콜렉터의 회

전속도, 전기장의 세기, 분사속도, 고분자의 종류를 조절하

여 다양한 나노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19 한 예

로, 전기방사 방법을 통해 만든 섬유형 폴리피롤/PLGA 

(poly(lactic-co-glycolic acid))에 PC12 세포를 키우면, 여

러 가닥의 섬유 사이에 세포가 긴밀하게 붙어 자라며, 섬유

가 정렬된 방향에 따라 세포의 형태가 결정되어 미세 표면

구조가 세포의 성장 및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

되었다.
20

패턴형성 방법으로 널리 쓰이는 리소그래피 또는 양각 

방법은 필름형태의 고분자 제조 및 나노 표면구조 형성에

도 이용된다. 이 방법을 통해서 전도성 고분자가 나노와이

어 형태의 미세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PEDOT은 유리 또는 실리콘 웨이퍼 위의 모세관 몰드를 

통해 나노와이어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전도성 

고분자 기반 나노와이어의 정렬도 간단한 양각 방법을 통

해 쉽게 제조할 수 있다.
21

 그림 7에서 볼 수 있듯이, 정렬된 

미세표면구조를 갖는 폴리피롤 기질에 해마신경세포를 키

우면, 미세구조가 없는 기질에서보다 세포의 정렬이 더 빠

르게 일어나 세포의 축색돌기 형성을 도와주며 신경세포로

서의 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다.
22

전도성 고분자의 미세표면구조는 수화겔 형태로 합성하

여 팽윤을 통해 수축시키거나 온도감응성 수화겔을 이용하

여 형성할 수 있다. 온도에 따라 수축하는 폴리스타이렌을 

기질로 하여 그 위에 폴리피롤 코팅 층을 만들고, 수축하는 

방향을 조절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표면구조를 만들 수 

있으며, 이러한 구조 위에 C2C12 세포를 키울 경우, 미세

표면 구조를 따라 세포가 정렬되어 세포 성장 조절이 가능

하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다.
23

4. Softness가 특화된 전기전도성 생체재료

세포-물질간 상호작용은 시냅스 사이의 활동 전위의 이

동을 통한 전기적인 신호의 전달 외에도, 물질의 기계적 특

성 또한 염증반응의 형성, 혹은 세포 분화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전기적 및 기계적인 특성이 우수하게 특성화된 전기

전도성 생체재료의 개발이 최근 크게 관심을 받고 있

다.
24,25,26

전기전도성 고분자 재료의 주된 응용 분야인 뇌나 심장

은 체내에서도 매우 부드러운 조직으로, 각각 ~1 kPa 와 

~12 kPa 의 강도를 지닌다(그림 9). 이와 동시에, 이 조직에

서는 전기적 신호를 통한 신호 전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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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OPF-PPy 수화겔 위에 자란 PC12 세포를 rhodium phalloidin과
DAPI로 염색한 사진.31

(a)

(b)

그림 11. (a) 폴리피롤에 음이온을 고정시켜 환원전위를 주면 음이온을 
방출하는 시스템 (b) 폴리피롤과 음이온을 같이 전착시킨 후 양이온으로
팽윤시키고 산화 전위를 주워 방출하는 시스템.

그림 12. 비오틴-스트렙타아비딘 결합을 이용하여 NGF를 고정시키는 
모식도.

뇌 혹은 심장과 비슷한 기계적 특성을 지닌 전기전도성 생

체재료의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27,28

그러나, 기존의 전기전도성 고분자의 강도는 우리 몸에 

적용하기에는 너무 단단하고, 부서지기 쉬운 특성을 가지

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지닌다. 따라서, 전기전도성 고

분자를 신체의 부드러운 조직에 적용할 수 있는 생체재료

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려는 시도는 전기전도성 고분자

를 이용한 수화겔 형태의 생체재료를 만드는 방향으로 많

이 진행되고 있다. 그 이유는 수화겔이 수화겔 무게의 

10-20%부터 약 1,000배 가까이 되는 물을 포함할 수 있고, 

다공성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물질로서, 기계적 강도를 조절

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30

전기전도성 고분자를 사용하여 전도성을 띠는 수화겔을 

만드는 방법에는 수화겔 사슬 사이에 전기전도성 고분자를 

물리적으로 집어넣는 방법, 이온 결합을 통하거나 화학적 

결합을 통해 전기전도성 고분자를 수화겔에 붙이는 방법 

등이 주로 연구되고 있다. 이를 통해, 생체와 비슷한 강도

의 물질을 만들 수 있게 되므로, 최근들어 이러한 전기전도

성을 지닌 수화겔을 만드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M. Yaszemski 팀도 신경 재생을 목적으로 Oligo 

(polyethylene glycol) fumarate(OPF)와 폴리피롤을 이용

한 전기전도성을 띠는 수화겔을 만들었다.31 이 복합체 위

에서 자란 PC12 세포는 폴리피롤이 없는 OPF 수화겔보다 

훨씬 좋은 세포 부착력을 보여주었고, 신경돌기를 뻗은 세

포의 비율도 더 많았다. 또한, 신경돌기의 길이도 훨씬 길

게 자라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그림10). J. Cai 팀은 신

경 재생을 위해 폴리피롤과 섬유소(cellulose)를 이용한 에

어로겔 합성물(aerogel composite)을 제조하였는데, 이 복

합체는 매우 높은 탄성도(~200 MPa)와 매우 높은 전기전

도성(0.08 S/cm)을 보여주어, 향후 신경 재생을 위한 스캐

폴드 개발에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32

 그러나, 신경 세포를 

위해 사용되기에는 너무 높은 강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이 연구의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다.

앞서 예시로 들은 친수성 사슬과 전기전도성 고분자가 서

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방식의 수화겔 제조법이 아닌, 전기

전도성 고분자 자체로만 구성된 수화겔 또한 최근 연구되었다. 

Wallace 팀은 단분자로는 PTAA(poly(3-thiopheneacetic 

acid)를, 산화제로는 CDI(1,1’-carbonyldiimidazole)를 사

용해 1-17 kPa의 Young’s modulus 와 10-6 order의 전기

전도도(물에 swollen된 상태)를 갖는 수화겔을 만들었다.
33

 

C2C12 세포를 수화겔 위에 키워서 향후 세포의 스캐폴드

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Xuetong Zhang 팀은 피롤 단분자와 같은 당량의 

Fe(NO3)를 산화제로 사용하여 약 30일 동안 반응시켜서 

폴리피롤 secondary reaction 을 통해 전기전도성 수화겔

을 합성했다.
34

 합성된 수화겔은 물리적으로 가역적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높은 전기전도도(5×10
-3

 S/cm)를 가졌다. 

하지만, 이 연구의 한계는 세포관련 실험이나 생체적합성

에 대한 연구 내용은 없다는 점이다.

5. 약물 전달용 전기전도성 생체재료

약물전달시스템은 약물의 방출, 흡수를 제어하거나,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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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a) PEDOT:PSS-PEG-Cy5 주입 후 시간에 따른 혈액 내 Cy5
형광 세기의 변화, (b) PEDOT:PSS-PEG-Cy5 주입 후 시간에 따른 형광
사진, (c) PEDOT:PSS-PEG-Cy5의 체내 분포.

내의 특정 부위에 약물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약물의 부

작용을 줄이고 효능을 극대화시켜 필요한 양의 약물을 효

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최근 약물전달시

스템은 생체 내에서 발생하는 환경 대사 물질 및 생체 반응 

등 여러 가지 현상을 스스로 감지하여 약물의 방출을 조절

하는 지능형 약물전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가 진

행되고 있다. 

전도성 고분자는 전기전도성을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전기자극으로 가역적인 산화-환원반응을 조절함으로써 고

분자의 산화환원상태, 전기전도도, 부피를 조절하여 약물 

방출을 조절할 수 있다. 또한 전도성 고분자의 고유한 특성

으로 생체 삽입 후 약물의 방출을 조절할 수 있는 약물전달

시스템으로 응용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향상된 약물 저장능력, 방출 속도의 조절과 필

요한 부위에만 적용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전기

전도성 고분자를 약물전달시스템으로 사용하는 원리는 전

극의 표면에 산화 및 환원에 따라, 전도성 고분자의 전하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전기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이온

의 유입 또는 방출을 유도할 수 있다. 특히, 약물 또는 생체

분자들 중에는 음이온을 띠고 있을 경우엔 도판트를 대신 

하여 산화시켜 사용하면 쉽지만, 최근에는 모든 전하의 약

물을 담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약물저장하고 방출

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35

전기전도성 고분자를 약물전달시스템으로 사용한 기존

의 연구를 보면 피롤 전구체와 함께 항염증제인 덱사메타

손(dexamethasone)을 전극에 전착(electrodepostion)시

키고, 전압을 인가하면 약물이 방출되는 시스템을 보여주

었다.
36

 이러한 일반적인 방법에는 약물의 분자량과 도판트

의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37 이에 대해 높은 

분자량과 도판트의 사용의 제한을 줄이기 위하여 비오틴

(biotin)을 도판트로 비오틴-스트렙타아비딘(biotin-streptavidin) 

결합을 이용하여 약물 대신 NGF(nerve growth factor)를 

사용하여 선택적으로 결합되는 것(그림 12)과 2주 후에도 

안정성이 유지되는 것을 보였으며, 또한 특정 전압을 인가

하였을 때 확연히 많은 NGF가 방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8

이와 같이 전도성 고분자는 전기자극으로 인하여 산화

환원반응상태가 변화하기 때문에 차후 생체 삽입이 가능하

고 약물방출을 조절할 수 있는 약물전달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6. 전도성 고분자 Nanoparticles 및 이를 이용한 Cancer 
Therapy

전도성 고분자가 활용될 수 있는 다른 분야로는 암세포

의 광열치료(photothermal therapy)를 들 수 있다. 암세포

뿐만 아닌 일반세포에까지 부작용이 많은 기존의 방사선 

치료(radiotherapy)나 화학요법(cheomotherapy)과는 달

리, 광열치료는 최소화의 수술과정을 통해 암세포만을 원

격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한다. 광열치료에는 자외선이나 

가시광선보다 피부 투과도가 높고 덜 유해한 근적외선이 

광원으로 사용되며, 이로부터 나오는 빛 에너지를 열로 변

화시켜 줄 물질로는 금 나노막대, 금 나노쉘, 팔라듐 나노

시트, 황화구리 입자 등이 활발히 연구되었다. 이러한 무기

물 재료들은 근적외선 영역(700-900 nm)에서 높은 흡광도

를 보이지만 생분해가 되지 않으며 체내에 장기간 남아있

으면서 독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유기물로 이

루어진 전도성 고분자도 광열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알

려지면서 여러 전도성 고분자를 이용한 암치료 연구가 활

발히 진행 중이다. 

Zhuang Liu 교수 연구팀은 전도성 고분자인 폴리피롤

과 PEDOT:PSS 입자(그림 13)를 in vitro와 in vivo 실험을 

통해 암 치료에 활용 가능함을 보였다. 폴리피롤에는 

PVA(polyvinyl alcohol)를 코팅하여 생체환경에서의 안

정성을 높이고 독성을 줄였으며, PEDOT:PSS에는 PEGylation

을 하여 EPR효과(enhanced and retention effect)에 의해 

나노입자가 종양에 타겟팅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두 나노

입자는 높은 근적외선 흡광도로 인해 낮은 레이저 세기로

도 높은 광열효과를 냈으며, 종양 주변의 정상 세포에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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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폴리피롤과 PEDOT:PSS 모두 

생체 내에서의 분해가 확실치 않아 장기 독성의 여부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하였다. 

Hsing-Wen Sung 교수 연구팀에선 자기 도핑(self- 

doped)된 폴리아닐린을 잔기로 가지고 있는 키토산 마이

셀을 만들어 종양 및 암치료에 활용 가능함을 보였다.
41

 약

산성인 종양에선 용액으로 존재하고 중성인 정상 세포에선 

콜로이드 젤을 형성하는 키토산 마이셀은, 종양 주변의 세

포에는 광열 물질이 퍼져나가지 못하게 막아 정상세포의 

손상을 최소화한다.

이렇듯 유기물 기반의 전도성 고분자는 높은 효율의 광

열효과를 보임은 물론, 기존의 무기물 기반 광열물질보다 

생분해 가능성이 높고 나노입자의 개질이 용이하다는 면에

서 강점을 가진다. 이러한 연구들을 기반으로 생분해성과 

광열효과가 뛰어난 유기 전도성 고분자의 개발이 기대된다.

7. 결론

전기전도성 고분자는 가공하기 쉽고, 높은 전도성을 가

지며, 생체에도 적합한 성질을 가지므로 IT산업의 배터리

용 소자뿐만 아니라 의공학용 생체재료로도 그 응용분야를 

크게 넓혀 왔다. 본 총설에서는 전기전도성 고분자를 이용

한 생체재료 제조시, 보다 생체친화적인 생체재료를 만들

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 및 연구 결과 몇 가지를 소개하였다. 

이처럼 전기전도성 고분자의 생체활성도를 향상시키거나, 

생체모사를 통해 생체친화적인 생체재료를 만드는데 기여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약물전달시스템이나 

광열치료분야에도 그 응용 가능성이 매우 크다. 차후에도 

전기전도성 고분자의 성질을 잘 살리는 동시에 생체활성도

가 높은 생체재료를 개발하는 독창적이고 유용한 연구성과

가 많이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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