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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 분야에서 새로운 시각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인류 역사에서 파격적인 시도가 혁신적인 기술을 창출하는 수많은 전례를 확인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최근 학계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3차원 구조를 갖는 고분자
소재 및 소자는 커다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소자가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그 동안 2차원 형태를 갖는 얇은 박막 형태의 소재와 소자에
연구 개발이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3차원 구조를 활용하게 되면 기존 2차원 박막 형태를 갖는
고분자 소재 및 소자 보다 향상된 또는 새로운 성능을 구현할 수 있다. 현재 3차원 고분자 소재
및 소자를 제조하기 위한 다양한 나노/마이크로펩 공정이 제안되고 있으며, 이러한 접근 방식은
기존 신소재 및 기능성 소자 연구 개발에 영감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3차원 구조를
갖는 고분자 소재 및 소자의 제조는 다양한 공정을 통해 구현될 수 있기 때문에 고분자공학은
물론 재료공학, 화학공학, 기계공학, 전자공학을 동시에 활용하는 융복합적 연구 개발이 필수적
이다.
본 특집에서는 3차원 구조를 갖는 고분자 소재 및 소자에 대한 연구 개발 방식과 응용 분야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 연구 분야로 나누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수십 나노미터 크기의 나노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블록공중합체(block copolymer, BCP) 자기조립을 기반으로 3차원 구조를
갖는 나노/마이크로 입자를 제조하는 연구이다. 구체적으로 “에멀젼의 내부 제한 공간에서의
BCP 자기조립을 통한 입자 모양 조절”과 “비대칭 조성을 갖는 BCP의 용액 상 자기조립을 통한
다공성 네트워크 입자 형성”에 대해서 다룰 것이다. 둘째, 근접장 나노패터닝(proximity field
nanopatterning, PnP) 및 원자층증착(atomic layer deposition, ALD) 공정을 통해 제조된 수백
나노미터 크기의 3차원 고분자 복합소재이다. 특히 정렬된 3차원 나노 구조를 이용하여 우수한
광학적, 기계적, 열적 특성을 가지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관련 응용 연구를 소개할 것이다. 셋째,
주로 수십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3차원 고분자 구조체를 구현할 수 있는 3D 프린팅 연구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다. 특히 고분자 3D 프린팅 구조체 표면에 도금 공정을 통한 전도성 금속층을 결합
시키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응용 기술 동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넷째, 늘어나는 기판과 기계적
박리공정을 활용하여 제조된 수백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3차원 고분자 소자이다. 기계적 박리
공정의 원리와 방식 그리고 구체적인 응용 분야로 3차원 구조를 갖는 전자소자, 에너지 소자,
사물인터넷 소자, 바이오 소자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특집호가 3차원 고분자 소재
및 소자 관련 연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훌륭한 원고를 작성해주신 저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부 (학사)
한국과학기술원(KAIST)
신소재공학과 (석사)
한국과학기술원(KAIST)
신소재공학과 (박사)
한국과학기술원(KAIST)
(박사후연구원)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
champaign (UIUC)
(박사후연구원)
Northwestern University
(박사후연구원)
숭실대학교 유기신소재파이버공학과
조교수

고분자 과학과 기술 제 33 권 1 호 2022년 2월

3

특집

늘어나는 기판과 기계적 박리공정을
이용한 3차원 고분자 소자
Three-dimensional (3D) Polymer Devices Using a Stretchable
Substrate and Mechanical Buckling Process
이수언1ㆍ김시몬2ㆍ김봉훈1,3

|

Su Eon LeeㆍSimon KimㆍBong Hoon Kim

1

Smart Wearable Engineering, Soongsil University, Seoul 06978, Korea
Division of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Hanyang University, Seoul 04763, Korea
3
Depatment of Organic Materials and Fiber Engineering, Soongsil University, Seoul 06978, Korea
E-mail: bonghoonkim@gmail.com
2

1. 서론
3차원 구조를 갖는 고분자 소자는 2차원 소자와 구분되는 독특한 기계적, 전기적, 재료적 물성을 갖는다.
3차원 고분자 소자의 경우 2차원 형태를 갖는 소자와 비교했을 때 매우 우수한 소자 성능을 가지거나 또는 기존
소자로는 구현이 불가능한 성능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명확한 공학적 이점이 존재한다. 그동안 3차원
구조를 갖는 고분자 소자를 제조하기 위하여 3D 프린팅 기술(3D printing technique), 자기조립 공정
(self-assembly process), 상향식 나노 제조공정(bottom up nanofabrication)과 같은 여러 가지 제조 방식들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이와 같은 기존 공정 및 접근 방식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점을
가진다.1,2
첫째, 기존 3차원 고분자 소자의 경우 대부분 유연성 또는 신축성이 결여된 딱딱한 기판위에 제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이오 메디컬 응용을 위한 소프트 전자소자(soft electronic devices)를 구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둘째, 기능성 소자를 위한 다층 구조가 아니라 단일 재료로 이루어진 3차원 구조를 제조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3 예를 들어 기존 제조 공정을 사용하여 특정 광학적 물성을 갖는 3차원 고분자 구조를 구현하는
것은 비교적 쉬우나, 유기물 트랜지스터와 같은 능동 소자(active device)를 한번의 공정을 통해 곧바로 3차원
구조 형태로 제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3차원 구조를 가지는 재료에 대한 응용이 주로
광학적/기계적 물성과 관련된 수동 소자(passive device) 분야에만 집중되어 있다. 셋째, 많은 경우 3차원
구조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재료 종류가 제한되어 있으며, 재료가 달라질 경우 공정 조건이 많이 바뀌거나
구현 자체가 안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블록 공중합체(block copolymer)와 같은 자기조립 공정의
경우 3차원 구조 제작에 사용하는 고분자의 종류 및 분자량이 바뀔 경우 모든 공정 조건을 새로 연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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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하며, 반도체/금속 나노와이어(nanowires)를 성장
시키는 상향식(bottom-up) 제조공정의 경우는 3차원 형태로
제조 가능한 재료 종류가 한정되어 있다.4
위와 같은 3차원 고분자 소자 제작을 위한 기존 공정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근 “늘어나는 기판”과 “기계적
박리공정(mechanical buckling process)”을 이용하여 3차원
형태의 고분자 소자를 만드는 접근 방식이 제안되고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특징으로 한다. 첫째, 늘어나는
기판 위에 제조가 되기 때문에 유연성 또는 신축성이 필요한
웨어러블 전자소자(wearable electronic devices) 응용에 매우
유리하다. 둘째, 박막 형태로 구현이 가능한 고분자 소자라면
재료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3차원 형태로 제조할 수 있다.
셋째, 제조할 수 있는 3차원 형태 자체에 거의 제한이 없다.
넷째, 하나의 소자가 2차원 형태와 3차원 형태를 모두 가질
수 있는 가역적인(reversible) 기계적 변형이 가능하다. 다섯째,
제조공정이 빠르고 저렴하기 때문에 대량 생산에 유리하다.5,6
본 총설은 늘어나는 기판과 기계적 박리공정을 이용한
3차원 고분자 소자 제작 원리 및 공정, 구현 가능한 다양한
3차원 구조 형태, 3차원 소자의 실제 응용과 관련된 최신
연구 결과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3차원 고분자 소자
제작 원리와 공정에 대해 다루어 보고, 실제 소자 응용 분야로서
(i) 3차원 형태의 전극을 갖는 전자소자, (ii) 3차원 구조를
갖는 에너지 발전 소자, (iii) 3차원 안테나를 가지는 사물
인터넷 소자, (iv) 3차원 바이오 소자에 관한 연구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3차원 고분자 소자가 가지는 장점을
바탕으로 차세대 광전자소자, 에너지 소자, 바이오 메디컬
소자 분야에서 3차원 고분자 전자소자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앞으로 전망에 대해 기술할 것이다.

2. 본론
2.1 늘어나는 기판과 기계적 박리공정 활용
기계적 박리공정은 나노/마이크로펩 공정을 통해 제작된
2차원 형태의 전자소자 전구체(precursor)를 미리 늘려 놓은
실리콘 탄성체(silicone elastomer) 기판에 전사하되 부위별로
서로 다른 결합력을 갖게 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 후 미리
잡아당긴 기판을 서서히 원래 상태로 복구(release)하면 실리콘
탄성체 기판과 약한 결합력을 갖는 부분이 박리(delamination)
되면서 전체적으로 3차원 구조를 갖는 고분자 전자소자가
제조된다(그림 1).7,8 기존의 유연/신축성 전자소자의 경우
실리콘 탄성체(silicone elastomer) 기판이 휘어지거나 늘어나도
능동(active) 전자소자 자체의 구조가 크게 변하지 않는 점이
3차원 고분자 소자와 가장 큰 차이점이다.
그림 2에서는 늘어나는 기판과 기계적 박리공정을 사용한
3차원 전자소자 제조 공정을 가장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설명
하고 있다. 첫째, 나노/마이크로펩 공정을 통해서 단순한 직선
형태를 갖는 2차원 전자소자 전구체(precursor)를 제조한다.
여기서 직선 형태를 갖는 전구체(precursor)의 경우 Au/Cr

그림 1. 유연/신축성 전자 소자의 제작 원리와 늘어나는 기판과 기계적 박리공정으로 제작된 3차원 고분자 전자 소자의 제작 원리. (a) 유연
소자, (b) 신축성 소자, (c) 3차원 고분자 전자 소자의 단계별 제작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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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의 표면을 폴리이미드(polyimide) 고분자로 절연시킨
형태이다. 추가로 실리콘 탄성체(silicone elastomer) 기판과
강한 결합력을 갖게 하고 싶은 부분의 아래에는 Ti/SiO2를
부분적으로 증착한다(그림 2a). 둘째, 이렇게 준비된 2차원
전자소자 전구체(precursor)를 플라즈마 또는 오존 처리 후
1축 방향으로 미리 늘린 실리콘 탄성체(silicone elastomer)
기판에 붙이게 되면 Ti/SiO2와 기판이 만나는 부분에서는 매우
강한 공유결합(covalent bonding)이 형성되고 폴리이미드

사용하면 제조 과정 전후로 전자소자의 각 부분에 발생하는
스트레인(strain)을 정밀하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3차원 구조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2차원 전자소자 전구체
(precursor) 디자인을 역설계(reverse engineering) 하는
것이 가능하다.12 그림 4에서 보여주고 있는 다양한 예시들
처럼 기판과 강하게 접합하는 부분(빨간색)과 약하게 접합
하는 부분(파란색)이 처음에 어떻게 디자인에 되느냐에 따라
특정 부분에서 구부리기(bending)와 뒤틀림(twisting) 현상이

(polyimide) 고분자와 기판이 만나는 부분에서는 약한 반데르발스
결합(Van der Waals bonding)이 구현된다(그림 2b).9 셋째,

발생하게 되고 이는 최종 3차원 구조를 결정하게 된다.13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와 같은 3차원 형태를 갖는 고분자 소자는

마지막으로 미리 늘린 실리콘 탄성체(silicone elastomer)
기판을 원래 상태로 복구하면 기판과 약한 결합력을 갖는
부분에서 박리(delamination) 현상이 일어나면서 3차원 전자
소자가 구현된다(그림 2c).10

2차원 소자가 갖지 못한 기계적, 전기적, 재료적 특성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공학적으로 응용 가능한 분야가 매우 많다.
구체적으로 3차원 고분자 소자가 전자소자, 에너지 소자, 사물
인터넷 소자, 바이오 소자 분야에 응용된 최근 연구 결과를

앞서 소개한 공정을 동일하게 사용하되 실리콘 탄성체
(silicone elastomer) 기판에 1축이 아닌 2축 방향 스트레칭을
가하게 되면 휠씬 더 복잡한 3차원 구조를 제조하는 것이
가능하다(그림 3).11 이 과정에서 “2차원 형태를 갖는 전자
소자 전구체(precursor) 디자인”과 “실리콘 탄성체(silicone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4

elastomer) 기판에 가해지는 스트레칭 정도”를 동시에 조절
하면 구현 가능한 3차원 구조 종류에 거의 제한이 없게 된다.
특히 유한요소해석(finite element analysis, FEA) 방법을

2.2 3차원 고분자 소자의 응용 분야
2.2.1 3차원 실리콘 전자소자
그림 5a는 기계적 박리 공정과 단결정 실리콘(single crystalline
silicon)을 사용하여 3차원 형태의 이중나선형(double helical)
구조로 제조된 실리콘 광검출소자(photodector)를 보여주고
있다. 구현된 3차원 전자소자의 경우 능동소자(active device)

그림 2. 3차원 고분자 전자소자를 만들기 위한 기계적 박리공정의 원리. (a) 직선 형태를 갖는 2차원 전자소자 전구체 준비. (b) 화학적 표면
처리 후 1축 방향으로 미리 늘려 놓은 실리콘 탄성체 기판에 2차원 전자소자 전구체를 전사 프린팅. (c) 실리콘 탄성체 기판을 원래 상태로 복구되는
과정에서 제조되는 3차원 고분자 전자소자.9

그림 3. 화학적 표면 처리된 실리콘 탄성체 기판을 미리 늘릴 때 1축이 아닌 2축 방향 스트레칭을 사용할 때 제조되는 복잡한 3차원 구조를
갖는 고분자 전자소자.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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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제외한 금속 연결 부위(metal interconnector)는 표면이
폴리이미드(polyimide) 고분자로 절연된 Cr/Au로 구성되어
있다. 3차원 전자소자에 강한 외부 광원을 직접적으로 조사할

경우 약 7 nA의 광전류(photocurrent)가 생성되는 것을 실험적
으로 확인하였으며, 이는 3차원 형태로 구현된 전자소자가
정상적으로 동작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그림 5b,c).15

그림 4. 다양한 3차원 구조를 갖는 고분자 소자 제작을 위한 2차원 전자소자 전구체(precursor) 디자인, 유한요소해석(finite element analysis,
FEA) 시뮬레이션 결과, 실제 실험 결과의 전자현미경 이미지. (a) 구부리기 방식으로 제작된 3차원 고분자 구조. (b) 구부리기와 뒤틀림 방식을
사용하여 제작한 3차원 고분자 구조.14

그림 5. 기계적 박리공정으로 제작된 3차원 구조를 가지는 실리콘 광검출소자. (a) 3차원 전자소자 어레이의 광학현미경 사진. (b) 외부 광원에
노출된 3차원 전자소자. (c) 3차원 실리콘 광검출소자의 dark current와 외부 광원에 의해 발생한 photocurrent 그래프.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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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에너지 하베스팅 기능이 가능한 3차원 코일 형태의 웨어러블 열전 소자. (a) 에너지 하베스팅 성능 평가를 위한 측정 실험 구성도. (b)
3차원 열전 코일의 사진 이미지. (c) 8 × 8 어레이 형태로 제조된 3차원 열전 코일의 전력 출력 그래프.16

2.2.2 3차원 에너지 하베스팅 소자
그림 6a,b는 기계적 박리공정과 무기 열전 소재를 사용해서
3차원 형태로 구현된 소형 웨어러블 열전 소자의 모식도와
실제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체 피부 표면
온도와 소자의 온도 차이에 의한 열전 효과를 이용하여 에너지
하베스팅(energy harvesting) 기능을 구현하였다. 그림 6c는
8 x 8 어레이 형태로 구현된 3차원 코일 형태의 열전 소자
성능을 보여주고 있으며, 발생 가능한 최대 전력은 약 2 nW으로
측정되었다. 고성능 열전 소자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소자
터미널(terminals) 사이에 큰 온도차이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과 주변 환경에 대해 낮은 열 임피던스를 갖는 계면을
달성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존재하는데 3차원 구조를 도입할
경우 이러한 문제들을 많은 부분 해결할 수 있다.16
2.2.3 3차원 사물인터넷 소자
그림 7은 2차원 형태의 연성인쇄회로기판(flexible printed

그림 7. 3차원 근거리 무선 통신(near field communication, NFC)
소자. (a) 3차원 안테나의 기계적 시뮬레이션 결과. (b) 제조된 3차원
안테나의 사진 이미지. 기판을 늘렸을 때 3차원 안테나의 공진 주파수
변화와 관련된 (c) 실제 측정 결과와 (d) 시뮬레이션 결과.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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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cuit board, FPCB)을 전자소자 전구체(precursor) 재료로
사용한 3차원 구조의 근거리 무선 통신(near field communication,
NFC) 소자를 보여주고 있다. 3차원 소자의 경우 2차원 소자
보다 넓은 감지 범위와 공진 주파수(resonance frequency)
조절 가능이라는 두 가지 장점을 갖는다. 그림 7a,b는 실험에
사용한 2차원 전자소자 전구체와 유한요소해석(finite element
analysis, FEA) 결과 그리고 실제 구현된 3차원 사물인터넷
소자 모습을 각각 보여주고 있다. 추가로 그림 7c,d에서는
기판을 늘릴 경우 공진 주파수(resonance frequency)가 조절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17

2.2.4 3차원 뉴럴 네트워크용 바이오 소자
그림 8은 바이오 메디컬 연구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3차원
구조를 가지는 세포 배양용 전자 지지체(electronic scaffold)에
관한 실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쥐에서 채취한 DRG(dorsal
root ganglion) 세포를 3차원 전자 지지체(electronic scaffold)에
배양함으로써, 외부 자극에 대한 신경망 반응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그림 8a,b). 그림 8c,d는 외부 전기 자극을 가했을
때 나타나는 DRG 세포 반응에 대한 실험 결과 그래프를 보여
주고 있다.18

그림 8. DRG 뉴럴 네트워크를 위한 3차원 전자 지지체. (a) 3D 구조체
에서 배양된 쥐의 DRG 세포 실험 모식도. 3차원 전자 지지체에서 배양
된 DRG 세포의 (b) 공초점 형광(confocal fluorescence) 이미지와
(c) 전자현미경 이미지. (d) 외부 자극에 따른 세포 반응 신호 측정
결과 그래프.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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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본 총설에서는 “늘어나는 기판”과 “기계적 박리공정(mechanical
buckling process)”을 이용하여 3차원 구조를 갖는 고분자
소자를 만드는 공정과 응용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특히
전자소자, 에너지 소자, 사물인터넷 소자, 바이오 소자 분야
에서 주제와 관련된 최신 연구 결과들을 소개하고 그들이
가지는 공학적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앞으로 추가적인
연구 개발 활동을 통해서 3차원 고분자 소자가 더 많은 공학
분야에 응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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