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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나노금속입자들이도입된고분자복합재료들은

마이크로 금속 입자들이 도입된 경우에 비해 다양

하고 새로운 성능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촉매

[1,2], 광촉매 [3-5], 센서 [6], 전기 [7,8], 자기 [5,9] 등
과같은첨단분야에서다양하게그사용폭을넓히

고있다.
그렇지만, 그것들을사용하는데있어서해결해야

할몇가지문제점들이발생하게된다. 즉, 나노입자
들의 표면 에너지가너무 높기 때문에 고분자매트

릭스내에서균일하게분산되지못하고나노입자들

끼리응집하는문제가가장크고, 다른하나는나노
입자들을보관하는동안에공기중의산소와반응하

여 입자 표면이 산화되는 문제이다. 게다가 고분자
복합재료가사용되는동안에환경적인요인에의해

서 금속 나노 입자들이 재응집하는 것도 해결해야

할과제이다. 이와같은문제들을해결하기위한많
은 방법들이 개발되어 있고, 이것들을 크게 구분하
면다음과같다: (1) 한용매내에서금속전구체와고
분자를같이용해시킨후교반, 가열및용매진공제
거 과정에서 환원시켜서 제조하는 방법 [1,3-5], (2)
금속전구체를단량체에용해시킨후중합반응이진

행되는동안환원에의해제조하는방법 [10-12], (3)
미리 제조된 금속나노 입자 콜로이드 용액을 단량

체또는고분자용액에혼합시킨후 (1) 또는 (2)의절
차에의해제조하는방법 [13,14], (4) 고분자매트릭

스에금속전구체용액을함침시킨후환원제또는

열분해 처리를 하여 제조하는 방법 [15,16], 그리고
(5) 고분자 매트릭스에 승화성 금속 전구체를 고온
에서침투시킨후열분해에의해환원시켜제조하는

방법 [17-20] 등이있다. 전자의네가지방법은모두
습식법에의해진행이되므로용매를처리하는문제

가항상뒤따르게되며, 마지막다섯번째방법은건
식법으로 용매의 처리 문제는 없지만 승화성 금속

전구체가제한적이라는것이단점이다. 본리뷰에서
는 위에서언급한 각각의 금속 나노입자가 도입된

고분자복합재료의제조법에대해서상세히설명하

겠다. 

2. 고분자/금속 나노 복합재료의
제조 및 특성

2.1  습식법
B. Erman 교수 등 [1]은 전기 방사된 Poly

acrylonitrile-acrylic acid (PAN-AA) 섬유에 팔라듐
(Pd) 나노 촉매 입자를 생성시키기위해서 PdCl2를
히드라진으로 환원시켜서 제조하였다. PAN-AA와
PdCl2를Dimethylformamide (DMF) 용매에균일하
게용해시킨후그림 1과같이전기방사에의해나
노 섬유를 제조하고, 이것을 상온의 히드라진 수용
액에 넣어서 Pd 양이온을 환원시켜 그림 2와 같이
Pd 나노촉매를제조하였다. 

PdCl2의환원반응메커니즘은다음과같다. 

이재영 교수, 이홍기 소장 (우석대학교 수소연료전지 RIC)│박재준 교수 (중부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금속 나노입자가 분산된

고분자 복합재료의 제조 및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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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2H4(l) + 2PdCl2→
N2(g)↑+ 2Pd0(s) [grayish black] + 4HCl  (1)

전기방사섬유매트에형성된 Pd 나노촉매의활
성은 90°C 톨루엔용액중에서Dehydrolinalool (3,7-
dimethyloct-6-ene-1-yne-3-ol, DHL)의 선택적 수소
화 반응으로 평가하였고 , 현재 사용되고 있는
Pd/Al2O3촉매에비해 4.5배높은성능을발휘함을
알수있었다. 

C. H. Walker 등 [5]은 Polymethylphenylphos-
phazene (PMPP) 수지에 금 나노 입자를 분산시키
기위해서 HAuCl4를물에용해시킨후, 같은용기
에서상전이촉매 (Tetraoctylammonium bromide)

를용해시킨다. 반응중에생성되는염을추출제거
하기 위해서 물과 혼합되지 않는 톨루엔을 넣어서

3시간동안반응시킨다. 그리고 PMPP 용액을넣고
1시간 동안 교반한 후, NaBH4 수용액을 환원제로

첨가하면서 24시간 동안 교반하면서 환원 반응을
진행한다. AuCl4-가환원되어금나노입자가형성

되면진한보라색 PMPP-Au 나노복합재료가얻어
진다. 이것을 헥산에 조금씩 투입하면서 침강시킨
후실온, 진공조건에서건조시켰다. PMPP를형성
하는단량체몰수와 HAuCl4중량혼합비는 4-4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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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1.8 kV/cm 방사 조건에서 제조된 PAN-AA
나노 섬유 위에 Pd 나노 입자가 형성된 SEM
사진. (A) AA, 5.4 mol%; Pd 0.4 wt%, (B)
AA, 5.4 mol%; Pd 0.75 wt%, (C) AA, 8.1
mol%; Pd 0.75 wt%, (D) AA, 5.4 mol%;
Pd 5 wt%. (A)는 300,000배이고, 나머지는
50,000배이다 [1].

(a)

(b)

그림 1. 1.8 kV/cm 방사 조건에서 제조된 PAN-AA
나노 섬유의 SEM 사진 (a) AA, 5.4 mol%,
(b) AA, 8.1 mol% [1].

그림 3. 실온에서 제조한 40:1 PMPP-Au 나노 복합재
료의 TEM 사진. Scale bar는 20 nm이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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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C. Aymonier [10] 등은그림 5에서나타낸방법에

따라 Methyl methacrylate (MMA) 단량체에

Palladium acetate를용해시킨후AIBN 개시제용액
을 적하시키면서 50°C에서 48시간 동안 자유 라디
칼중합을시켰다. 이어서 Pd acetate를 120°C에서 1
시간 동안 열분해시킴으로써 Pd 나노 입자로 환원
시켜서 그림 6과 같이 Polymethyl methacrylate
(PMMA)-Pd 나노복합재료를제조하였다. 

Pd Acetate의함량이증가함에따라 Pd 나노입자
의크기는 1.9 nm에서 2.5 nm 범위에서약간증가하

<< 테마기획 : 나노분산법

그림 4. 45oC에서 (a) 1시간, (b) 24시간 제조한 40:1
PMPP-Au 나노 복합재료의 TEM 사진.
Scale bar는 20 nm이다 [5].

그림 5. PMMA-Pd 나노 복합재료의 제조 [10].

그림 6. PMMA-Pd (0.005 vol%) 나노 복합재료의
TEM 사진 [10].

그림 7. 질소와 산소 분위기에서 PMMA-Pd (0.001 vol%)
나노 복합재료의 TG와 DTG 곡선 결과 [10].

그림 8. PVA-Ag (0.73 wt%) 나노 복합재료의 TEM
사진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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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GPC 분석결과는 Pd 전구체가MMA의중
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그림 7에서와같이열중량분석 (TGA)을통
해극소량의 Pd (0.0005-0.005 vol%)가 PMMA의열
분해온도를 75°C 상승시키는것을알수있었다.

Z. H. Mibhele 등 [13]은 Polyvinyl alcohol (PVA)
수용액과 은 나노 입자 콜로이드 용액을 혼합하여

PVA-Ag 나노복합재료를제조하는방법에대해보
고하고있다. TEM 관찰 (그림 8)에의해서나노입자
의평균크기가 20 nm 정도임을확인하였고, 은나
노입자함량은 0.19, 0.33, 그리고 0.73 wt %인것을
알수있었다.
그림 9는나노입자가 PVA의유리전이온도와인

장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나타내었다. PVA 매
트릭스의유리전이온도는 72°C 정도인데, 은함량
이 0.19 wt%인경우에는 84°C 정도이며, 은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리전이 온도 값이 증가함을알 수

있었다. 유리전이 온도가 기계적 강도와 밀접한 관

계를갖기때문에인장강도도비슷한경향을나타내

었다. PVA 매트릭스의 인장강도는 17 MPa 정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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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다양한 함량의 은 나노 입자가 도입된 PVA 나
노 복합재료의 (위) DSC 곡선과 (아래) 인장강
도 곡선 [13].

그림 10. 함침 온도에 따른 SY 필름/Pt 전구체의 색상 및
TEM 사진. 함침 압력과 시간은 19.6 MPa과 9
시간이다. 여기서 SY는 PI의 제품명이다 [15].

그림 11. 함침 온도에 따른 SY 필름/Pd 전구체의 색상
및 TEM 사진. 함침 압력과 시간은 19.6 MPa과
9시간이다. 여기서 SY는 PI의 제품명이다 [15].

그림 12. SY 필름에 473K, 19.6 MPa에서 9시간 동안
Pd(II)(acac)2를 함침 시킨 후 1,273 K에서

환원시킨 SY 필름/Pd 나노 복합재료의 TEM
사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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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은함량이 0.19 wt%인경우에는 60 MPa 정도이
며, 은함량이증가함에따라인장강도값이크게향
상된것을알수있다.

S. Yoda 등 [15]는 초임계 CO2를 용매로 하여

Pt(II) Acetylacetonate와 Pd(II) Acetylacetonate를용
해시킨후 Polyimide (PI) 필름에함침시킨후고온
에서 9시간환원시킴으로써금속나노입자가분산
된 PI 복합재료를제조하였다. 먼저, 함침온도에따
른 PI 필름내 Pt의모폴로지 (그림 10)와 Pd의모폴
로지 (그림 11)를관찰하였고, 이것을 1,273 K에서환
원시켰을때생성된금속나노입자의형상을 TEM
을통해관찰하였다 (그림 12).

S. G. Boyes 등 [16]은그림 13에서와같이실리카
표면에 실란 커플링제를 결합시킨 후, 커플링제 말
단에서 Styrene 또는Methyl acrylate 단량체를중합
반응시켜서 Polystyrene (PS) 또는 Polymethyl
acrylate (PMA)를부착하고, 여기에 Acrylic acid 단
량체를추가시켜서 Polyacrylic acid (PAA)가 PS 또
는 PMA의말단에결합하도록하였다. 이공중합체
를 10%의 염산 수용액으로 처리하여 PMA의 에스
테르를가수분해하여카르복시산을형성시키고, 여
기에 10 mM의 Silver acetate (Ag(Ac)) 수용액을반
응시킴으로써카르복시산은을형성시킨다. 은염을
환원시키기 위해서 2 atm의 수소를 120°C에서 2일
간흘려주었고, 최종적으로고분자-Ag 나노복합재
료가제조되었다. 
제조된 은 나노 입자의 형성은 ATR-FTIR 및

AFM 분석을통해확인되었다. Si/SiO2//PS-b-PAA
에은양이온을도입하여 Si/SiO2//PS-b-PAA(Ag+)
를제조한후ATR-FTIR 분석을한결과OH 특성피
크 (2,900-3,400 cm-1)와카르보닐기특성피크 (1,710
cm-1)는작아지고, 새로운카르복시산염의특성피
크 (1,548 cm-1)가 나타났으며, H2로 환원시켜서

Si/SiO2//PS-b-PAA(Ag0)를제조할때 OH 특성피
크와 카르보닐기 특성피크가 다시 크게 나타난것

으로보아은나노입자가생성되면서카르복시산의

OH가자유롭게된것을확인할수있다. 생성된은
나노입자의분포및크기를확인하기위해AFM 분
석을하였고, 그결과를그림 14에나타내었다.

<< 테마기획 : 나노분산법

그림 13. Si/SiO2/PS-b-PAA(Ag
+)를 H2로 환원시켜

Si/SiO2/PS-b-PAA(Ag
0)를 제조하는 방법

의 흐름도 [16].

그림 14. Si/SiO2/PS-b-PAA(Ag
+)와 H2로 환원시켜

제조한 Si/SiO2/PS-b-PAA(Ag
0)의 AFM 이

미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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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건식법
S. Horiuchi 등 [17]은고분자 매트릭스에승화성

금속전구체를고온에서침투시킨후열분해에의해

환원시켜제조하는방법을개발하였다. 그림 15에서
보는바와같이간단한장치를사용하며, 용매가전
혀사용되지않는방법이다. 제조방법을간단히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Palladium(II) bis(acety-
lacetonate), Pd(acac)2, Platinum(II) bis(acetylaceto-
nate), Pt(acac)2 등과같은승화성금속전구체를반

응용기내에넣고, 금속전구체부분을 180°C, 진공

조건으로유지하면금속전구체가승화된후반응기

상단부에서 고체화 된다. 여기에 고분자 필름을 넣
고, 진공을걸어서산소를제거한후, N2를주입한다.
그리고반응기를 180°C 조건으로유지하면금속전
구체가승화된후고분자필름내로침투하고, 침투
된 금속 전구체는 고분자 내부에서 쉽게 분해되어

금속 입자로 환원된다. 일차적으로 환원된 금속 입
자가 Seed로 작용하며, 지속적으로 침투하는 금속
전구체가 Seed 위에서금속결정을형성하면서금속
나노입자가분산된고분자복합재료가얻어지게되

는것이다.
그림 16은부가중합고분자중에서결정성을갖는

Syndiotactic polystyrene (sPS)와 Isotactic
polypropylene (iPP) 필름에 Pt(acac)2를 30분노출시
켜서제조한 sPS-Pd (a, b)와 iPP-Pd (c, d) 복합재료
의 TEM 사진이다. 이필름들의결정영역과비결정

Special Thema

그림 16. Syndiotactic polystyrene (sPS)와
Isotactic polypropylene (iPP) 필름에
Pt(acac)2를 30분 노출시켜서 제조한 (a,b)
sPS-Pd와 (c,d) iPP-Pd 복합재료의 TEM
사진 [17].

그림 17. PA6와 PET 필름에 Pt(acac)2를 30분 노출

시켜서 제조한 (a) PA6-Pd와 (b) PET-Pd
복합재료의 TEM 사진 [17].

그림 15. 건식법에 의한 고분자-금속 나노 복합재료의
제조법 [17].

그림 18. PS-b-PMMA 공중합체 필름에 Pd(acac)2
증기를 2시간 처리하여 제조한 Pd 패턴의
TEM 사진 [18].



전기전자재료 제24권 제11호(2011년 11월) 2211

영역을 구분하기 위해서 RuO4로 염색하여 사용하

였다. (b)와 (d)에서비결정영역은RuO4로염색되어

어둡게 나타나고, 결정 영역은 염색되지 않기 때문
에밝게나타난다. Pd 나노입자들은검정색큰점들
로 나타나며, 대부분이 비결정성 영역에 분포하는
것으로나타났다.
그림 17은축합중합고분자중에서 Pd가생성된

것을보여주는데, Pd 나노촉매의크기및밀도가부

가중합고분자에비해훨씬더높았다.
S. Horiuchi 등 [18]은고분자의종류에따라금속

전구체의 침투 속도가 다르고, 또한 금속 전구체의
환원속도가다르다는것을발견하였고, 이를이용해
서고분자블록공중합체의상분리특성을이용하여

금속나노입자의나노패턴구조를얻었다. 그림 18
은 PS-b-PMMA 필름의상분리구조를이용해서 Pd
나노패턴구조를얻은것이다. Pd 나노입자는PS 영
역에만존재하는것을알수있다. PS-b-PMMA 필름
을아세톤증기분위기에서고분자의유리전이온도

이상으로장시간유지하면고분자사슬들이유동을

<< 테마기획 : 나노분산법

그림 20. (a) PMMA 박막에 UV 마스크를 통해 형성시
킨 패턴에 Pd(acac)2 증기를 5분 처리하여

제조한 Pd 패턴의 SEM 사진과 (b,c) 확대
사진 [19].

그림 19. (a) Spin casting에 의해 제조한 PS-b-
PMMA 공중합체 박막의 AFM 사진과 (b) 아세
톤 증기 분위기에서 10시간 annealing 처리한
박막의 AFM 사진, 그리고 (c) annealing 처
리한 박막에 Pd(acac)2 증기를 1시간 처리하여

제조한 Pd 패턴의 TEM 사진 [18]. 그림 21. 그림 20의 Pd 촉매 패턴 위에 형성된 ZnO
패턴의 SEM 사진. 무전해 도금 조건: (a)
50oC에서 20분, (b)80oC에서 20분. 도금액
의 조성은 0.05 M Zn(NO3)2 수용액과 0.05

M DMAB 수용액을 혼합하여 제조 [20].

그림 22. 그림 20의 Pd 촉매 패턴 위에 형성된 Ni-P
패턴의 SEM 사진 . 도금액의 조성은
Nickel(II) sulfate hexahydrate (21 g),
NaPH2O2·H2O (25 g), Lactic acid (27

g), Propionic acid (2.2 g)를 1 L 탈이온수
에 용해시킨 후 NaOH 수용액으로 pH가 4.5
± 0.1이 되도록 조절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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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같은고분자사슬끼리응집하게된다. 즉, PS
는 PS끼리모이고 PMMA는 PMMA끼리모이는것
이다. 그렇지만이것들은서로화학적으로결합되어
있기때문에그유동성이제약을받고, 따라서일정
영역내에서만유동하면서일정한패턴을이루게된

다. 여기에 Pd(acac)2증기를처리하면 Pd 입자는 PS
영역에만형성되게되는것이다. 
그림 19에서도 PS-b-PMMA 박막에 형성된 패턴

을볼수있다. 이경우에도아세톤으로처리했는데,
필름상과는 확연히 다른 패턴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Pd 나노입자가 PS 도메인에만형성
되는것은같은결과를나타내었다.

J. Y. Lee 등 [19]는 PMMA에서는 Pd(acac)2 증기

가 Pd 나노입자로환원되는성질이매우약하지만,
PMMA를사전에UV 또는 E-beam 등으로처리하여
사슬을절단할경우환원력이급격하게증가하는것

을알았고, 이를이용해서그림 20과같은 Pd 패턴을
얻을수있었다. 

J. Y. Lee 등 [20,21]은그림 20의 Pd 나노촉매패턴
을형성시킨후무전해도금법에의해ZnO 패턴 [20]
또는 Ni-P 패턴 [21]을제작하는결과도발표하였다
(그림 21,22).

3. 결 론

산업이 고도화됨에 따라 새로운 분야의 용도에

맞는신소재에대한요구정도가지속적으로증가하

고있으며, 금속나노입자가도입된고분자복합재
료는촉매, 광촉매, 센서, 전기, 자기분야에서그필
요를충족시킬수있는기초소재중의하나로인식

되고있다. 금속나노입자를고분자에도입하는방
법은다양하지만, 이것들의일반적인공통점은금속
원료 물질을 고분자 내에서 환원시켜서 금속 나노

입자를 제조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제조된고분자-금속나노복합재료는고분자
단일 재료에 비해 물리적, 전기적, 화학적, 열적, 광
학적성질들이다양하게발휘된다는것이알려져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성들은 마이크로
금속 입자가 도입된 경우와 비교하여 전혀 예측치

못하는특성들이나타나기때문에이들복합재료에

대한제조법, 특성분석법및응용분야등에대해많
은연구투자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참고 문헌

[1] M.M. Demir, M.A. Gulgun, Y.Z. Menceloglu, B.
Erman, S.S. Abramchuk, and E.E. Makhaeva,
Macromolecules, 37, 1787-1792 (2004).

[2] C.J. Zhong, M.M. Maye, J. Luo, L. Han, N. Kariuki,
and V. Rotello, Ed. "Nanoparticles: building blocks
for nanotechnology", New York, Kluwer
Academic/Plenum Publishers, p. 113-143 (2004). 

[3] D.S. dos Santos Jr., P.J.G. Goulet, N.P.W.
Pieczonka, O.N. Oliveira Jr., and R.F. Aroca,
Langmuir, 20, 10273-10277 (2004).

[4] S. Porel, S. Singh, S.S. Harcha, D.N. Rao, and T.P.
Radhakrishnan, Chem.. Mater., 17, 9-12 (2005).

[5] C.H. Walker, J.V. St. John, and P. Wisian-Neilson,
J. Am. Chem. Soc., 123, 3846-3847 (2001).

[6] T. Thurn-Albrecht, J. Schotter, G.A. Kastle, N.
Emley, T. Shibauchi, and L. Krusin-Elbaum,
Science, 290, 2126-2129 (2000).

[7] E. Delamarche, J. Vichiconti, S.A. Hall, M. Geissler,
W.S. Graham, and B. Michel, Langmuir, 19, 6567-
6569 (2003).

[8] N. Luigi, and G. Carotenuto, Ed. "Me`tal-polymer
nanocomposites. Hoboken", New Jersey, John
Wiley & Sons, (2005).

[9] S.Y. Chou, M.S. Wie, P.R. Krauss, and P.B. Fischer,
J. Appl. Phys. 76, 6673-6675 (1994).

[10] C. Aymonier, D. Bortzmeyer, R. Thomann, and R.
Mulhaupt, Chem. Mater. 15, 4874-4878 (2003).

[11] A.J. Haes, S. Zou, G.C. Schatz, and R.P. Van
Duyne, J. Phys. Chem. B, 108, 6961-6968 (2004).

[12] Y. Nakao, J. Colloid. Interface Sci. 171, 386- 391
(1995).

[13] Z.H. Mibhele, M.G. Salemane, C.G.C.E. van
Sittert, J.M. Nedeljkovic, V. Djokovic, and A.S.
Luyt, Chem. Mater., 15, 5019-5024 (2003).

[14] K.J. Klabunde, J. Habdas, and T.G. Cardenas,
Chem. Mater., 1, 481-483 (1989).

[15] S. Yoda, A. Hasegawa, H. Suda, Y. Uchimaru, K.
Haraya, and T. Tsuji, Chem. Mater., 16, 2363-2368
(2004).

Special Thema



전기전자재료 제24권 제11호(2011년 11월) 2233

[16] S.G. Boyes, B. Akgun, W.J. Brittain, and M.D.
Foster, Macromolecules, 36, 9539-9548 (2003).

[17] J.Y. Lee, Y. Liao, R. Nagahata, and S. Horiuchi,
Polymer, 47, 7970-7979 (2006)

[18] S. Horiuchi, D. Yin, and J.Y. Lee, Trans. Mater.
Res. Soc. Jpn., 30, 679-682 (2005).

[19] J.Y. Lee, D. Yin, and S. Horiuchi, Mater. Res. Soc.
Jpn., 30, 651-654 (2005).

[20] J.Y. Lee, D. Yin, and S. Horiuchi, Chem. Mater.,
17, 5498-5503 (2005).

[21] J.Y. Lee and S. Horiuchi, Thin Solid Films, 515,
7798-7804 (2007).

<< 테마기획 : 나노분산법

저|자|약|력|

성 명：박재준

◈ 학 력
·1985년
광운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공학사
·1987년
광운대학교 대학원 전기공학과
공학석사
·1993년
광운대학교 대학원 전기공학과
공학박사

◈ 경 력
·1997년 - 현재 중부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교수
·2009년 - 현재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기획이사,

총무이사
·2006년 - 2008년 산업자원부 수력발전부문, 전기안

전 부분, 국가전략과제 기획위원
·2009년 에기평, 나노콤포지트 국가전략

기획 위원

성 명：이재영

◈ 학 력
·1993년
서울시립대학교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공학사
·1995년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화학공학과
공학석사
·1999년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화학공학과
공학박사

◈ 경 력
·2003년 - 2005년 일본 산업기술총합연구소 나노

기술 연구 부문 박사후연구원
·2006년 - 2008년 동부정밀화학연구센터 책임연구원
·2009년 - 현재 우석대학교 수소연료전지 RIC

연구교수

성 명：이홍기

◈ 학 력
·1982년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공업화학과
공학사
·1988년
한양대학교 대학원 공업화학과
공학석사
·1993년
한양대학교 대학원 공업화학과
공학박사

◈ 경 력
·1994년 - 현재 우석대학교 화학공학과, 신소재

공학과, (현)화장품미용학과 교수
·2009년 - 현재 전라북도 지역발전협의회 자문위원
·2008년 - 현재 수소연료전지 ISO 국제표준화

전문위원, 인프라 파트너쉽 전문위원
·2008년 - 현재 우석대학교 수소연료전지 부품 및

응용기술 지역혁신센터 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