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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lexible devices have been developed from their rigid, heavy origins to become bendable, stretchable and 
portable. Such a paper displays, e-skin, textile electronics are emerging research areas and became a mainstream
of overall industry. Thin film transistors, diodes and sensors built on plastic sheets, textile and other uncon-
ventional substrates have a potential applications in wearable displays, biomedical devices and electronic 
system. In this review, we describe current trends in technologies for flexible/wearable electro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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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00년  반 미국의 벨 연구소에서 유기물 기반

의 시블 디스 이의 기  연구 결과를 제공한 이

후 제반 연구가 꾸 히 진행되어 왔으며 다양한 소재의 

용 기술발 으로 인해 시블을 넘어 웨어러블 디

바이스가 자산업의 돌 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

기 한 큰 연구 심사로 인식되고 있다1-8). 1차 모바

일 명이라고도 명명된 스마트폰 기술의 발 은 2009

년 아이폰 출시 이후 폭발 인 증가세를 보이며 크게 

성장해 왔으며 이제 성숙기에 어들었다.  시 에서 

향후 스마트폰을 체할 수 있을 것으로 상되는 차세

 모바일 기술로 시블(flexible) 는 웨어러블

(wearable) 디바이스를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형식의 디바이스 시장은 삼성 자, 애 , 구  등과 같

은 ICT 분야 의 기술 선도 기업뿐만 아니라 나이키, 

리복, 아디다스와 같은 스포츠 련 기업들까지 포함하

는 다양한 역에서 신 인 아이디어를 표 하는 제

품들이 출시되고 있다9-21). 더 나아가 자정보기술과 

의료분야의 융합, 군사  소방안  분야의 신과 같

은 다양한 산업에서의 새로운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

는데 이를 실 하기 해서는 시블 소재/소자를 기

반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술이 반드시 뒷받침 되어

야 한다. MIT 학 미디어랩(Media Lab)에서 내린 

정의에 따르면, 웨어러블 디바이스란 ‘인체에 부착하여 

컴퓨 이 가능한 모든 종류의 기/ 자 소자로 구성된 

모든 기기’를 일컫는다. 이를 구 하기 해선 기/

자 소자의 소형화, 경량화, 력 구동화가 필수 이

며 소재  에서 보았을 때 마치 우리가 입는 직물

과 유사한 형태의 다양한 방향으로 휘어지거나 늘어나

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 기/ 자 

디바이스를 구 하는 요소기술의 개발이 요구된다. 본 

리뷰 논문에서는 시블/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구 하

기 한 새로운 형식의 공정 요소기술의 연구 개발 동

향에 해 기술하 으며 향 후 시장 형성  연구 개발 

방향에 해서 망하 다.

특집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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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Overview of flexible/wearable electronic devices

2. 시블/웨어러블 디바이스 구성을 한 
요소기술

2.1 기

  시블 디바이스의 구 을 해서는 다양한 공정에 

부합하는 유연기 들이 가장 최우선 으로 필요한데, 

특히 시블 기 은 최종 으로 완성된 디바이스의 

공정기술, 성능, 신뢰성, 제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요한 부품으로서 최근 들어 산업 인 주목을 받고 있

다. 시블 기  에서는 라스틱이 가공의 용이성, 

무게 감, 반도체 연속공정의 합성으로 인해 용이 

범 하게 검토되고 있지만, 디바이스 장착을 한 기

으로서는 많은 문제 을 안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해 라스틱 기 의 열 , 화학  특성을 향상시키거나, 

라스틱 기 을 이용한 반도체 공정에 합한 온 형

성용 유/무기 소재  공정을 개발하는 연구가 많이 진

행되고 있다. 일반 으로, 디바이스에 휘어지는 성질을 부

가할 수 있는 표 인 기 으로 PI (Polyimide), 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 PEN (Polyethylene 

Naphthalate) 과 같은 라스틱이 활용되고 있으며, 

신축성을 부여하기 해 고무소재로 알려진 PDMS 

(Polydimethylsiloxane) 등을 이용하는 연구가 꾸

히 보고되고 있다22-23). 

  시블 기 으로 산업계에서 가장 주목하는 분야는 

휘어지는 디스 이 기 으로 획기 인 랫폼 기술개

발로 이어질 것으로 상되는 투명 라스틱 필름이다. 

기존의 범용 투명 라스틱 필름을 개량한 다양한 소재

가 개발되어 있거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기

존 투명 라스틱 필름만으로는 열처리에 따른 기 의 

수축, 팽창에 따른 치수  형태의 변화로 인해 디스

이 기 으로서 취약한 특성을 보이므로 이를 극복하

기 한 방편으로 기본 열처리(aging)  다양한 소재

를 이용한 코 기술이 요구된다. 

  최근 자잉크 기 으로 용이 시도되어서 크게 주

목을 받고 있는 투명 PI(Polyimide)소재를 비롯해서 

PC(polycarbonate), PES(polyethersulfone) 그리고 

PAR(polyarylate)와 COC(cyclic olefin copolymer) 

등 다양한 소재의 고분자 필름들이 시블 디스

이 기 으로 사용가능한 후보로서 지속 인 기  개발

과 시블 디스 이 개발에 응용되고 있다. 한 기

존에 쓰고 있는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의 표면을 개질하여 쓰거나 새로운 형식의 공정기술 개

발로 라스틱 기 이 갖고 있는 약 을 극복하는 연구

개발이 활발히 추진 이다. 

  라스틱 기 의 기본 인 특성  미래형 디스

이로 제시되고 있는 투과형 디스 이의 경우 학  

투명도와 표면조도 등이 요구된다. 특히 기 의 학 

등방성 유지  내열성을 향상을 통한 최  허용 공정 

온도를 상승이 요한 특성으로 고려되고 있는데 이에 

한 학 특성은 헤이즈(haze), yellow index 등이 

있다.  

  라스틱 기 으로 반도체 소자 구 을 해 요구되

는  하나의 특성은 디스 이 공정에 한 합성이

라 할 수 있다. 기존 디스 이 공정은 유리 기 을 

이용하여 반도체 공정을 기반으로 하는 라즈마 고온 

공정, 속증착  다양한 화학  세정 공정을 포함한

다. 이러한 공정에 한 공정 합성이 시블 기

의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요한 요소가 된다. 즉 고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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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과 정  리소그래피 공정을 한 낮은 열팽창계

수 그리고 각종 화학 용제에 한 내화학성 등이 필요

하다. 따라서 온 공정 용이 가능한 차세  신소재

(유-무기 화합물)의 용을 통한 표면개질 는 재의 

반도체 공정을 이용하지 않는 비 통방식의 신개념 공

정을 개발하거나, 기존 합성기술을 개량한 기 의 내열

성을 향상시켜 최  허용 공정 온도를 높이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공정 디자인 설계시 라스틱의 

취약한 치수안정성을 고려한 오차(misalign) 범 를 

고려한 설계로 이를 극복할 수 있음을 여러 논문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 라스틱 기 으로 한 요구되는 특성은 제품 

완성후의 신뢰성 유지  안정성이다. 즉 재 사용되

고 있는 유리 기  상에 구 된 디스 이 구 기술 

비 얼마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시블 기 을 고분자 필름으로 구 하는 경우 유리

기 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 으로 제시되고 있는 

약 은 기체에 투과 특성이다. 유리는 기체 투과를 하

지 않는 반면 고분자 필름은 제품완성 후 시간이 지남

에 따라 공기 의 수분이나 산소를 투과시켜 완성된 

디스 이 발 소자(특히 OLED, OTFT와 같은 유기

물 소자) 내부로 수분과 산소가 투과되어 흑 이 발생

하거나 소자의 수명이 격히 하되는 상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고분자 필름을 디스 이 기 으로 사용

하는 경우 라스틱 기 상 고효율의 기체투과 방지막

을 형성시켜 수분과 산소를 차단해  필요가 있다.

  섬유소재는 최근 가장 활발하게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용되고 있는 소재로 고도로 발달된 반도체 소자 구

기술의 발 으로 직조된 섬유의 유연기 으로써의 가능

성이 꾸 히 연구되어 오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섬유

가 단순히 통 인 의류에만 국한되지 않고, 반도체 

산업용으로도 매우 요한 기  소재로 인식되면서 새

로운 섬유의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000년

 반 MIT에서 기 연구로 제안되었던 입을 수 있는 

컴퓨터의 구 을 해서 시작된 스마트 섬유는 좁은 의

미로는 환경 응 는 자기감응 기능을 갖춘 섬유를 의

미하지만, 재는 좀 더 폭넓은 의미로 미래 지향  반

도체 기술 기반으로 기존 섬유에서 발  가능한 자소

자를 구성하는 섬유를 포 하는 넓은 개념으로 이해되

고 있다. 재 고되는 미래형 기술은 가젯(gadget) 

형태의 단순히 디지털 기기를 옷에 부착하는 단계를 거

쳐 2030년경에는 디지털 연산기능을 완 히 내장하는 

단계까지 발 할 것으로 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웨

어러블 컴퓨터(wearable computer) 구 과 동시에 

스마트 의류(smart clothing), 디지털 의류(digital 

clothing), 인텔리 트 웨어(intelligent wear), 자 

텍스타일(electronic textile)등의 신조어들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정부차원에서 스마트 섬

유가 미래 유망산업이 될 것으로 단하고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산업원천기술로드맵 섬유의류 

분야를 보면 섬유물질 자체에 기능성을 부여한 생각하는 

섬유(intelligent섬유), 건강복지증진 섬유(LOHAS 섬

유), 극한환경 섬유(super 섬유), 융합기능 섬유(6T 융

합섬유) 등을 포함하는 스마트 섬유라는 용어가 사용되

고 있으며 의류패션 소재, 생활환경 개선용 섬유, 반도

체 산업용 섬유 등 3  분야 속에서 다양한 스마트 섬

유를 개발하고 있다.  

  시블 라스틱 소재와 마찬가지로 e-textile 분

야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온도변화에 따른 

고분자 기 의 수축 변화로 이러한 문제를 제어하는 것

이 가장 주된 심사이며 이를 극복하기 해 유리 섬

유(fiber glass) 직물로 내열성을 강화한 고분자 필름 

기 이 개발되는 등 섬유를 이용한 반도체 구 기술과 

시블 디스 이 기술도 차 기술 범 를 좁 나

가고 있는  이다. 이를 통한 최근 개발 기술로는 섬

유/반도체 기술 융합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실(fiber) 

형태의 우수한 도성 섬유가 개발되고 있으며, 일 로 

스웨덴의 Linköings 학에서는 스크린 린  기법을 

이용하여 직물 구조를 갖는 유기 트랜지스터(textile 

organic transistor) 까지 구 하는 등 미래 자섬유

의 새로운 가능성을 실 하고 있다. 

  자섬유의 기술개발은 섬유에 유기 자소재를 목

시켜 안정성을 확보하는 기술과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자섬유 회로설계 기술, 자섬유와 단일소자 연결 기

술 등에 집 하고 있으며 개발된 직물 기반 자부품으

로는 도성 실을 이용한 소자개발, 안테나 기술 등

의 직물 회로와 pH 센서, 비  정 용량 센서, 압력

센서, 온도센서, 습도센서 등의 다양한 센서소자 그리

고 물리 인 움직임으로부터 섬유 자체가 에 지를 발

생하는 에 지 하베스  기술 등이 개발되고 있고, 향

후 이러한 자부품을 섬유 속에 부착 는 삽입하거나 

직물 형성 그 자체가 소자가 되는 방법들이 꾸 히 제

시되고 있다.

2.2 배선 소재

  일반 으로 자소자의 배선에 이용되는 , 은, 구리

와 같은 속 소재가 시블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직

으로 용되기 힘든 이유는 기계 인 강직성에 기

인하는데, 실제 사용 범 에 따라 기 이 휘어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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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경우에 기 의 상부와 하부에는 인장응력과 

압축응력이라는 반  방향의 힘이 가해지게 된다. 하지

만 이러한 경우에도 기계  립면이 존재하게 되는데 

한 소재의 용과 더불어 이러한 원리를 효과 으

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24).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배선을 라스틱 기 사이에 치시키고 배선이 뱀 

모양으로 구부러지는 디자인을 용하여 신축성을 향상

시켜 사람의 표피에 직 으로 착이 가능하도록 만

든 자 디바이스가 최근 몇 년간에 걸쳐 지속 으로 

보고되었다25). 나아가 온도와 물리  변형까지 측정이 

가능한 다기능 인 소자구 이 가능하다는 것까지 구

함으로써 다양한 응용범 를 갖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의 용 가능성을 확 시켰다. 

  재 가장 주목받는 배선 련 연구 분야는 용액상으

로 분산되어 있는 연체, 반도체, 는 속기반 도체 

나노입자 소재를 잉크젯 린 이나 여러 종류의 직  

인쇄 기술을 통해서 자 회로를 다른 추가 인 리소그

래피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시블 기 에 직  인쇄

하여 제작하는 방식의 채택을 가장 선호하고 있다. 이

를 인쇄 자로 분류하는데 이러한 방식을 이용하여 

자소자를 제작하기 해서 가장 요한 소재 인 요구 

사항은 우선 라스틱 는 유연섬유소재 기 을 사용

함으로 재료의 공정온도가 월등히 낮아야 하며, 한 

원하는 소자에 용하기 해 필요한 기  물성을 보

유하고 있어야 하며, 한 원재료의 신뢰성을 가장 크

게 요구하고 있다. 

  인쇄 자 기술을 응용한 도성 잉크재료는 RFID 

(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태그의 안테나 제

작, 소자를 직  연결하는 극 형성  각각의 소

자 간의 연결에 필요한 극 라인 형성 등에 주로 사용

되는데, 이 때 형성되는 도성 배선에 필요한 가장 

요한 물성은 낮은 항값이다.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어

지는 표 인 도성 잉크재료는 도성 고분자용액, 

속 나노입자가 분산된 용액, 탄소나노튜 (carbon 

nanotubes) 분산용액  이를 응용한 복합소재를 

로 들 수 있다26). 이들 재료는 각각 단 과 장 을 동

시에 보유하고 있어서 재 소자구성을 한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해서는 공정기술의 확립을 통한 

각각의 융합 성격을 갖는 복합소재 개발이 필요하다. 

재 상업화 가능성이 가장 크며 규모의 연구투자가 

이 지는 속 나노입자의 경우 RFID에 응용되기 

해 충분할 만큼 패턴 크기 비 높은 도도를 보유하

고 있으나, 이들을 분산시키기 해 사용되는 화학물질

을 제거하기 해서 비교  높은 소결온도(~150°C)를 

요구하므로 시블 기 상 용에 어려움이 있다. 따

라서 좀 더 낮은 온도에서 공정이 가능한 인쇄공정의 

개발과 소결온도에 향을 주지 않는 분산 물질을 개발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도성 고분자의 경우 높은 

분산특성과 낮은 공정온도로 공정성이 가장 용이하나, 

도도가 속 나노 입자에 비해 물리 인 특성이 떨어

지는 단 이 있어 이를 보완하는 방편으로 하이 리드 

형태의 혼합물을 합성하는 것이 제시되고 있다. 탄소나

노튜  분산용액은 그 물질 자체로는 일반 인 물 는 

유기용매에 분산이 어려워 표면이 화학 으로 개질된 

탄소나노튜 를 용매에 분산시켜 잉크로 사용하고 있

다. 속 나노 입자보다는 분산도는 낮으나 비교  높

은 도도와 낮은 공정 온도 때문에 최근에 활발히 연

구되고 있다.  

  인쇄 자기술로 제시되는 배선 련 도체  반도체 

잉크재료는 RFID 태그의 정류기, 인쇄 자 기반 트랜

지스터  메모리 소자 등으로도 사용되는 핵심 부품소

재로서 이동도나 메모리 특성과 같은 소자의 성능에 가

장 요한 향을 미치기 때문에 규모 연구투자가 

실히 요구되고 있는 재료이다. 

2.3 구동소자 

  박막 트랜지스터 소자를 시블 디바이스에 용하

기 한 재 개발된 최신 기술로는 기존의 반도체 공

정에 쓰이는 장비를 활용하여 실리콘 나노 리본을 제작

하여 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박박 실리콘 리본

은 SOI(silicon on insulator) 웨이퍼를 이용해 구

이 가능한데 MEMS기술과 우수한 반도체 식각장비의 

기술 발 으로 일반 인 리소그래피 공정을 통해 산화

실리콘 박막 에 실리콘 체 공정을 진행한 후 사기

술을 거쳐, 원하는 고분자 라스틱 는 직조된 섬유

직물 기 상 사가 가능하다. 이러한 공정을 이용한 

단결정 무기물 기반의 트랜지스터 구  기술은 산업에

의 직  용이 좀 더 용이하다는 매우 큰 장 이 있

다. 나노 두께를 갖는 실리콘 트랜지스터의 성능은 일

반 웨이퍼 형식의 트랜지스터와 유사한 성능을 갖고 있

으며 기계  특성이 우수하여 단일 소자의 직  사를 

통한 집 화 기술을 응용한다면 매우 복잡한 회로 구성

도 가능하다는 망이다.  

  그 외, 주로 연구되고 있는 시블 트랜지스터 형

성 기술은 가의 공정이 용이한 유기물 기반으로 한 

공정이 있다. 이러한 유기물 트랜지스터를 제조하기 

한 방식으로는 다양한 린  기법, 스핀 캐스 , 기상

증착법 등이 용 가능하며 매우 유연하여 깨지지 않는

다는 이 주목할 만하며 기존 실리콘 소자에 비해 안

정성과 재 성 등이 떨어진다는 문제 이 있으나 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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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연구되고 있는 분야이다. 유기물 반도체 재료가 지

닌 물질의 기 인 특성상 이론 으로 수십 cm²/Vs 

이상의 하 이동도는 얻을 수 없고 실제로 얻어지는 

하의 이동도는 용액공정을 통해서 세계 으로 가장 

우수한 특성이 0.1~3 cm²/Vs 정도로 비교  낮은 실

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낮은 성능으로 인해 기존의 화

합물 반도체, ZnO 등 속 산화물 같은 무기물 반도체 

재료를 나노입자 형태로 만들고 용액상태로 제조한 무

기물 반도체 재료에 한 연구도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인쇄 자 기반 린  공정의 안정

성 확보에 요한 분산도 유지  입자간의 균일성 유

지 등이 분산 안정성이 유기물 재료에 비해서 상 으

로 낮다. 하지만 그 소재들이 갖는 우수한 물리  특성

은 미래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등과 같은 투명 기소

자 제조에 매우 큰 장 을 갖고 있다. 비정질 속산화

물 반도체의 경우 디스 이용 구동소자로서 연구되고 

있는 소재인데 우수한 자이동도  높은 밴드갭 에

지를 가짐으로 인한 투명성으로 용 가능성이 활발히 

두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탄소기반 나노소재의 등장으로 매우 큰 

발 을 이루고 있는 연구개발 부분이 탄소나노튜 나 

그래핀을 이용한 구동소자의 구 이며 이들 소재의 강

한 기계 , 물리  물질 특성으로 인해 시블 는 

웨어러블 소자 구 에 매우 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

고 수많은 논문을 통해 그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 탄

소나노튜 의 경우 시블 트랜지스터 구 을 한 

가장 큰 주목을 받는 부분은 매우 월등한 이동도 특성

으로 인해 실리콘을 체할 수 있는 물질로 제안되고 

있으며, 반도체 특성을 띄는 단일벽 탄소나노튜 의 

량생상 공정의 확립으로 웨어러블 소자 구 을 한 가

장 큰 표 소재로 확인되고 있다. 그래핀의 경우 탄소

나노튜 의 발  속도를 앞지르는 기술발 의 부신 

성장을 보이고 추세이며, 트랜지스터로 뿐 만 아니라 

투명 극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투명소자, 

극의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매우 우

수한 소재로 각 받고 있다. 다른 종류의 수 나노  두

께를 갖는 2차원 물질인 MoS2와 같은 소재 한 활발

히 연구 이며 화학기상증착에 의한 합성방식의 개선

을 통해 고품질화, 량 생산화, 고성능 트랜지스터 구

 등의 많은 연구 논문들이 최근 들어 라스틱 기  

용 로 제시되고 있다. 

2.4 공정

  시블/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구 하는 데에는 기존

의 기/ 자소재를 합성하는 방법과 더불어 새로운 반

도체 공정 개발이 요구되었고 표 인 방법으로 직

인쇄기술과 사기반 인쇄기술로 분류될 수 있다. 인쇄

자기술은 책이나 신문과 같은 인쇄물을 어내는 원

리를 이용하여 다양한 자소자를 제조하는 방식을 말

한다. 라스틱 같은 유연한 소재를 회 하는 롤(roll)

에 감아 인쇄하는 방법을 롤투롤(roll-to-roll) 공정방

식이라 이르는데, 기본 으로 필요한 자재료를 기

에 용하는 직 인쇄방법(direct printing)이며 공정

이 단순하여 제조단가를 크게 낮출 수 있다. 이는 일반

인 인쇄공정방식을 응용한 기술로 아직 기존의 자

소자를 제작하는 방법을 체할 만큼의 정 도나 신뢰

성이 뒷받침 되지는 않으나 반도체나 디스 이공정들

이 시블 기  기반 자소자를 제작하는 방향으로 

연구방향이 진행되면서 인쇄 자기술이 제반 기술로 자

리 잡을 것으로 상된다. 인쇄 자기술이 용 가능한 

분야는 흔히 생각하기 쉬운 시블 디스 이 뿐 만 

아니라 인쇄형 무선주 수인식(RFID/NFC) 태그, 다

양한 종류의 센서, 태양 지  이차 지 같은 산업 

반에 걸쳐 존재한다. 인쇄공정에 쓰이는 공정을 살펴보

면 잉크젯(ink-jet), 스 이(spray), 그라비아(gravure), 

스크린(screen), 리버스 오 셋(revers offset), 

소그래피(flexography) 등이 있다. 잉크젯 방식은 연

속 으로 용액을 내보내는 연속(continuous) 방식과 

선택 으로 용액을 내보내는 출력형(on-demand) 방

식이 존재하는데 후자의 경우 자에 비해 고해상도의 

인쇄가 가능하다. 일반 으로 잉크젯 방법의 경우 20μ

m 의 해상도가 구  가능하며 그라비아 인쇄의 경우 

요철부분에 도포된 잉크  표면부분의 잉크를 걷어내

고 홈 안쪽에 남은 잉크를 기 에 사하는 방법이다. 

홈의 깊이를 조 함으로써 사된 잉크의 두께를 제어

하기가 용이한 방법으로 재 가장 실용 인 면에서 큰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한, 기 도 과 인쇄공정의 

스 이 분사 방식을 용하여 시블 기 과 미세 

범 를 결합하여 LED나 Cu 필라 구조체를 만드는 연

구가 보고 된 바 있는데27-28), 이는 시블 기 과 소

재와의 합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다. 각 공정별로 용 가능 해상도, 사용 

잉크의 다양성, 연속공정의 가능성, 면 화의 용이함

과 같은 장단 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 공정들을 개발 

 활용하는 연구가 지속 으로 진행되고 있다. 사기

반 인쇄기술(transfer printing)은 희생층을 이용한 

방법으로 보조 기 과 사/인쇄하고자 하는 물질 는 

소자 사이에 선택 으로 제거가 가능한 희생층 는 지

지층을 삽입한 후 에칭용액을 통해 희생층을 제거함과 

동시에 는 일  제거 후 시블 는 웨어러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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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사-인쇄하는 기술이다29-36) 반도체 소자 공정 

과정 에는 본래의 기 과 사층 사이에 강한 결합력

을 유지하고 시블 기 으로 사할 경우, 화학 으

로 쉽게 제거되는 희생층은 기 과 반도체 소자 사이의 

결합력을 약화시킨 후 고무 스탬 (elastomeric stamp)

를 이용해 사하거나 용액 내에 부유한 사층을 유연

한 기 으로 직  옮긴다. 앞서 언 한 SOI(silicon 

on insulator) 웨이퍼 공정으로 일반 인 포토리소그

래피공정을 통해 패턴화한 단결정 실리콘을 HF 용액을 

이용하여 희생층인 SiO2를 제거한 다음 유연한 고분자 

기 에 사하여 기존 유기물을 이용한 시블 트랜

지스터보다 높은 성능을 가지는 소자를 제조할 수 있

다. 희생층 물질로써 무기물질로는 일반 으로 SiO2 

 알루미늄, 티타늄 등이 사용되며, 한 식각용액

만 있으면 가능하다. 단 식각용액이 다른 소재에 불필

요한 식각이나 오염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를 들

어 HF용액 같은 경우 식각 선택성이 좋지 않아 다른 

소재에 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효과 인 

공정을 해 물이나 아세톤, 톨루엔과 같은 유기용매에

만 선택 으로 용해되는 폴리비닐알콜(PVA), 폴리메틸 

메타크릴 이트(PMMA), 폴리스티 (PS)같은 물질이 

이용된다. PS나 PMMA같은 물질은 건식 식각방법

(RIE)로도 선택  식각이 가능한데 이는 식각속도의 

차이에 기인한다. 필름 구조의 희생층을 활용하는 경우

에는 식각 용액이 희생층을 제거하면서 보조 기 과 

사하고자 하는 물질사이의 결합력을 약화시켜 용액 내

에 부유하거나 틀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는 인쇄

사공정을 진행할 때 정렬도 조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

다; 식각 공정  상층부를 지지해 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기 과 사물질간의 착력 분배가 가능하게 하

며 식각시간의 조정을 통해 잔여 희생층이 소재의 지지

체 역할을 하도록 만든다. 다른 방법으로, 폴리메틸실

록산(PDMS) 같은 고무 스탬 를 이용하여 소재에 직

으로 시켜 원하는 기 에 사시키는 방식이 

있다. 이러한 방식은 자 디바이스를 단순 사가 어

려운 거친 기 , 구형모양의 즈, 인체의 피부와 같은 

복잡하고 유연한 기 으로의 사를 가능하게 한다. 유

연하고 불균일한 기 에 사하는 경우에는 소재의 유

연성을 향상시키기 해 보통 수 마이크로 수 의 두께

로 소자를 제작하게 되는데, 소자 자체의 유연성으로 

인해 이를 지지해  수 있는 보조 기 을 사용해야 하

고 이를 사 후 제거시키는 공정이 필요하다. 재 사

용기 의 두께, 모양에 따라 결합력을 조 하여 최 의 

수율로 면  소자를 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연구

되고 있다.

3. 시블/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응용

3.1 자피부

  재 인체의 피부와 같은 생체 표면에 웨어러블 디바

이스를 부착하여 외부의 자극이나 미세한 생체 신호를 

측정하여 건강상태를 알려주는 다기능성의 자피부 개

발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국내의 표 인 연구결과로 

미국 스탠포드 학의 Zhenan Bao 연구 은 PMDS 

기 에 스 이 코 을 통하여 탄소나노튜 막을 형

성시킨 후 두 개의 탄소나노튜 층 사이에 잘 늘어가는 

고무층을 삽입하여 신축성이 뛰어난 고성능의 투명하고 

휘어지는 센서를 개발하 다. 비슷한 연구결과로 서울

 서갑양 교수 도 압력, 단응력, 비틀림등의 미세자

극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개발하 는데, PDMS를 기

으로 하여 미세 돌기구조를 형성, 변형률이 5% 미만

인 상황에서 게이지 상수가 압력의 경우 11.5이상, 

단응력의 경우 0.75이상, 비틀림의 경우 8.53이상 나

오는 디바이스를 제작하 다37).

3.2 디스 이

  신축성이 있는 디바이스는 일반 인 자기기와 달

리, 피부와 같이 움직이는 임의의 표면에 탈부착이 가

능하다. 이러한 디바이스에 면 의 디스 이  센

서 등의 소자가 결합되게 되면 자통신과 의료분야에 

활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높은 도도를 갖는 신축성이 

뛰어난 배선을 면 으로 연결해야하는 기술  난제가 

존재하 다. 이를 해결하기 해 최근 일본 도쿄 의 

Someya 연구진은 인쇄 가능한 탄성 도체인 단일벽 

탄소나노튜 를 블록공 합체 합성 방식을 응용하여 고

무 탄성체에 고르게 분산시킴으로써 이러한 문제의 해

결책을 제시하 는데, 이러한 기배선은 100S/cm의 

도도와 100% 까지 늘어나는 신축성을 보 다. 이들

이 구 한 도체 배선을 토 로 유기물 반도체와 유기

발 다이오드(OLED) 결합하여 최  50%까지 늘어나

는 디스 이를 개발하 다38).

3.3 자종이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구 하기 해 섬유나 종이 에 

자소자를 구 하는 법이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방법

은 먼  기/ 자 소자를 제작한 뒤 섬유나 종이 로 

사하는 방법이 표 이다. 섬유나 종이처럼 구겨지

거나 늘어나는 기 에서 자 디바이스의 성능이 떨

어지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건인데 이는 소자의 재

료, 배선의 디자인을 효율 으로 구성함으로써 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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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다. 그러한 소자에 활용되고 있는 물질로 탄소나노

튜 , 그래핀, 나노 , 나노선등을 들 수 있다. 미국 일

리노이 학의 Rogers 교수 은 종이, 가죽, 비닐 에

서 뛰어난 성능으로 작동하는 CMOS 논리회로를 구

하여 보고하 다. 이 소자는 휘거나, 늘어나거나 구겨

지는 상황에도 소자의 성능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기존

의 간단한 회로나 센서 보다 더욱 진일보한 형태로 볼 

수 수 있으며 자종이 구 의 진일보된 로토타입을 

제시하 다.

3.4 헬스 어

  헬스 어 분야에서 입는 형태로의 자기기 용은 

착용하기에는 무게가 많이 나가고 구조로 인한 기능  

제약 등으로 인해 크게 활용되지는 못하고 있었다. 하

지만 배터리를 비롯한 하드웨어의 소형화, 경량화 등 

웨어러블 랫폼의 발   기본 자기기와의 연동성

이 크게 향상되면서 연구 분야가 매우 크게 확장되고 

있다39-51). 피트니스, 웰니스 등의 건강 리 부분 뿐 만 

아니라 진단, 수술  치료 부문에도 확  되고 있는데 

뇌-기계 인터페이스 분야와의 융합으로 새로운 연구

역을 확장하고 있다. 뇌-기계 인터페이스 기술 한 웨

어러블 디바이스에 필요한 인터페이스들과 유사한 부분

이 존재하며, 디바이스를 ‘입는다’는 정의에 입각하 을 

때 뇌 기계 인터페이스 연구 분야는 시블, 웨어러

블 디바이스의 이 확장될 것으로 상된다. 아직까

지는 연구 기단계에 있는 분야로서 시블 소자의 

제작을 통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011년 미

국 일리노이 의 Rogers 연구진은 질병의 진단과 치료

에 활용 가능한 휘어지는 뇌-기계 인터페이스 랫폼을 

개발하 으며52), 박막의 유연한 실리콘 트랜지스터 

디바이스를 이용, 뇌의 특정반응에 한 반응을 측정하

고 뇌신피질에서 주기 으로 발생하는 발작이 특정

한 기  장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폴리

이미드 기 을 이용한 디바이스 극와 간격은 각각 

300 µm, 500 µm 이며 총 360개의 채 을 제작하

다. 이동도는 ~350cm2V-1, 103 이상의 멸비(on/off 

ratio)성능을 나타내었다. 그동안 헬스 어에 활용 가

능한 뇌의 자극과 기록이 가능한 디바이스를 실제로 

용하는 데에는 많은 제약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수동 

센서들이 뇌의 피질과 극의 계면에서 독립 으로 연

결 되어야하기 때문이었으므로 뇌의 피질과 극의 계

면에서 고해상도를 넓은 면 에서 유지하는 것이 문제

이었다. 상기 제작된 시  디바이스는 기존의 침

습 인, 유연하지 않은 마이크로 극 어 이와 비교하

을 때, 시간이 경과하여도 신호의 열화가 생기지 않

으며, 뇌 조직이 손상되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다. 

한, 개별  센서들 간의 배선 문제를 해결하여 넓은 면

에서 고해상도의 신호 측정이 용이하다. 

4. 결    론

  1) 시블, 웨어러블 기소자는 다양한 연구 분야

가 융합, 발 됨에 따라 산업 반에 걸쳐 요구 되고 있

는 기술로서 자종이, 자피부, 디스 이, 센서, 뇌

-기계 인터페이스와 같은 여러 형태로 발 하고 있다.

  2) 산업과 연동된 최 화된 유연기 의 연구가 선행

되어야 하며, 라스틱 소재와 직물형태의 기 을 이용

한 연구들이 진행 이며, 시블 반도체소재 한 

기존의 유/무기물에서 유/무기복합소재, 탄소기반소재, 

나노선 등 다양한 구조나 물질을 활용하려는 노력이 진

행되고 있다.

  3)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용 가능한 기 자소자들 

한 연구되고 있으며 박막트랜지스터, 센서 등을 이용

한 선진화된 로토타입의 개발로 산업 반에 걸쳐 

용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후      기

  이 논문은 부산 학교 자유과제 학술연구비(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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