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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방사 기술을 이용한 
1차원 금속산화물 나노구조 합성 및 응용

‥

1. 서 론

1차원‥소재는‥구조적으로‥높은‥종횡비와‥더불

어‥부피대비‥넓은‥표면적을‥갖는‥장점으로‥인하

여‥가스‥및‥바이오‥센서,‥태양광‥전극,‥촉매,‥멤

브레인‥등‥다양한‥분야에‥적용이‥되고‥있으며,‥

형상제어‥관점에서‥다양한‥합성이‥시도되었다.‥

1차원‥구조를‥가지는‥나노와이어‥(nanowire),‥

나노섬유‥(nanofiber)‥및‥나노로드‥(nanorod)‥

등을‥합성하는‥대표적인‥방법으로는‥수열합성

방법,‥기상-액상-고상‥(vapor-liquid-solid,‥

VLS)‥성장방법,‥반도체‥공정을‥이용한‥제작방법‥

및‥전기방사를‥이용한‥합성방법‥등‥다양한‥방법

들이‥알려져‥있다‥[1].‥단일‥소재인‥고분자,‥금

속,‥금속산화물뿐만‥아니라‥이들을‥복합화한‥다

종‥복합체‥소재‥또한‥1차원‥구조로‥합성이‥이루

어지면서‥응용범위‥또한‥더욱‥확장되고‥있다.‥

더‥나아가서‥1차원‥구조를‥가지는‥소재의‥표면‥

형상‥및‥구조를‥미세하게‥제어하는‥공정기술도‥

개발되어,‥소재의‥물성을‥특정‥응용분야에‥맞추

어‥최적화‥시키려는‥노력이‥시도되고‥있다‥[2].

다양한‥합성방법‥중에서‥전기방사‥기술은‥특

정‥소재에‥제한‥없이‥다양한‥종류의‥고분자,‥금

속,‥금속산화물‥및‥이들의‥복합체를‥1차원‥구

조로‥손쉽게‥합성할‥수‥있다는‥장점을‥가진다‥

[3].‥1차원‥구조의‥나노섬유‥합성과정은‥전기방

사‥용액을‥제조하는‥것에서‥시작한다.‥전기방

사‥용액은‥특정‥유기용매에‥용해가‥가능한‥고

분자를‥녹여‥제조되며,‥고분자의‥종류를‥변경

하거나,‥두‥종류‥이상의‥고분자를‥서로‥섞어‥줌

으로써‥전기방사‥이후에‥얻어지는‥고분자‥나

노섬유의‥종류도‥다양화‥할‥수‥있다.‥전기방사

는‥고분자가‥용해된‥전기방사‥용액을‥방사노

즐‥(electrospinning‥nozzle)이‥달린‥시린지‥

(syringe)에‥옮겨‥담은‥후,‥방사용액을‥일정한‥

속도로‥토출시켜‥줌과‥동시에‥방사노즐과‥집전

판‥사이에‥수십‥kV의‥고전압을‥인가해주게‥되

면‥집전판에‥나노섬유를‥수집할‥수‥있다.‥전기

방사‥공정‥변수인‥방사용액의‥점도‥(viscosity),‥

방사용액‥토출‥속도,‥방사노즐과‥집전판‥사이의‥

거리‥및‥인가되는‥전압,‥전기방사‥노즐의‥직경

을‥조절해‥줌에‥따라서‥나노섬유의‥형상과‥구조

를‥다양화‥할‥수‥있다.‥예를‥들어,‥전기방사‥노

즐의‥직경이‥얇아질수록,‥전기방사‥이후에‥얻어

지는‥나노섬유의‥직경도‥더‥가늘어‥지는‥경향성

을‥나타낸다‥[4].‥금속산화물‥나노섬유를‥제작

하기‥위해서는‥앞서‥제작한‥고분자가‥용해된‥전

기방사‥용액에‥금속‥전구체를‥더‥용해시켜‥전기

방사를‥수행하면‥금속염‥전구체를‥포함하는‥고

분자‥나노섬유를‥얻을‥수‥있다.‥최종적으로‥고

온‥열처리‥공정을‥통하여‥고분자는‥분해시키고‥

금속염‥전구체는‥산화과정을‥거치게‥되면‥금속

산화물‥나노섬유를‥얻을‥수‥있다.‥금속‥나노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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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를‥제작하기‥위해서는‥금속염‥전구체/고분

자‥복합‥섬유를‥직접‥환원분위기에서‥열처리‥

하거나,‥금속산화물‥나노섬유를‥환원분위기에

서‥열처리를‥통해‥금속으로‥환원‥시키는‥공정‥

또한‥가능하다.‥다양한‥조성의‥금속‥또는‥3성

분계‥이상의‥금속산화물‥나노섬유는‥전기방사‥

용액에‥2종‥이상의‥금속염‥전구체를‥고분자와‥

혼합하여‥전기방사를‥수행하고,‥열처리‥조건‥

(산화/환원)을‥달리하여‥줌으로써‥손쉽게‥제

작할‥수‥있다.‥이와‥같이,‥전기방사‥기술은‥특

정소재에‥국한되지‥않고,‥다양한‥소재를‥1차

원‥구조로‥합성할‥수‥있다는‥장점을‥나타내어‥

다양한‥소재‥군으로‥광범위한‥연구분야에‥활

용되고‥있다.

최근,‥전기방사‥기술과‥다른‥합성‥기술을‥병

행하여‥최종적으로‥얻어지는‥소재가‥더욱‥넓

은‥비표면적과‥높은‥기공도를‥가질‥수‥있도록‥

표면형상을‥개질한‥1차원‥금속산화물‥나노섬

유를‥개발한‥사례도‥보고되고‥있다.‥또한,‥전

기방사‥기술과‥증착공정‥기술이‥융합되면서‥

종래에‥시도된바‥없거나,‥도달할‥수‥없었던‥물

성을‥얻을‥수‥있게‥되었다.‥이처럼,‥1차원‥구조

의‥나노섬유를‥특정‥소재에‥제한‥없이‥다양한‥

소재로‥합성할‥수‥있다는‥장점과‥다양한‥응용

분야에‥적용할‥수‥있기‥때문에,‥전기방사기술

을‥이용하여‥합성된‥나노섬유에‥관한‥연구논

문‥편수와‥연도별‥논문‥인용횟수가‥꾸준히‥증

가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그림‥1).‥

본고에서는‥전기방사‥기술로‥합성된‥금속산

화물‥나노섬유,‥나노튜브‥및‥금속-금속산화물‥

복합소재에‥대한‥최신‥연구결과를‥소재의‥합

성방법‥관점에서‥소개하며,‥개발된‥1차원‥나노

소재를‥이용하여‥화학센서에‥적용한‥응용분야

에‥대하여‥소개한다.

　‥

2. 본 론

2.1 다공성 금속산화물 나노섬유

1차원‥구조를‥가지는‥금속산화물‥나노섬유

의‥장점으로는‥넓은‥비표면적과‥높은‥기공도

를‥들수‥있다.‥그러나‥단순히‥1차원‥구조를‥가

지는‥소재를‥제작하는‥것을‥넘어서,‥소재의‥표

면‥형상을‥제어함으로써‥더‥넓은‥비표면적과‥

높은‥기공도를‥확보하려는‥노력이‥시도되고‥

있다.‥전기방사‥기술을‥이용하면‥제작되는‥소

재의‥표면형상을‥제어하여‥다공성‥나노섬유‥

제작이‥가능한‥장점을‥가진다.‥또한,‥단일‥반

도체‥섬유의‥고유‥물성을‥뛰어‥넘는‥소재를‥얻

기‥위해,‥최근‥금속산화물‥나노섬유의‥표면에‥

탄소‥나노‥물질(그래핀,‥그래핀‥산화물)을‥코

팅해‥주거나,‥귀금속‥나노촉매‥입자를‥내장‥시

그림 1.  (a) 연도별 출판 논문 수. (b) 연도별 논문 

인용횟수 (Key words: electrospinning, 

nanofiber).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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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등의‥기능화된‥다

종‥복합‥금속산화물‥나

노섬유‥소재가‥개발되

고‥있다‥[5,6].‥이렇게‥

합성된‥다종‥복합‥금속

산화물‥나노섬유는‥단

일‥종의‥금속산화물‥나

노섬유에‥비하여‥화학

센서,‥이차전지‥및‥촉

매‥분야‥등에서‥보다‥

뛰어난‥성능을‥보이며,‥

안정성‥또한‥확보될‥수‥

있다.‥이처럼‥1차원‥구

조의‥형상을‥제어하여‥

다공성‥금속산화물‥나

노섬유를‥제작하고,‥다

종‥복합‥소재를‥형성하

는데‥효과적인‥전기방

사‥기술에‥대하여‥소개

한다.

그림‥2(a)는‥전기방사‥기술을‥이용해‥귀금

속‥나노입자가‥균일하게‥내장된‥다공성‥텅스

텐산화물‥나노섬유를‥제작하는‥모식도를‥나

타내고‥있다.‥본‥연구에서는‥귀금속‥촉매인‥

백금‥(Pt),‥팔라듐‥(Pd)‥및‥로듐‥(Rh)‥나노입

자를‥아포페리틴‥(apoferritin)이라는‥단백

질‥템플레이트‥(protein‥ template)를‥이용

해서‥제조하고,‥이를‥전기방사‥공정에‥적용시

켰다‥[6].‥나노입자를‥합성할‥때‥사용된‥단백

질‥희생층은‥특정‥pH‥환경에서‥속이‥비어있

는‥구‥형태를‥형성하는‥단백질로,‥외부‥크기는‥

12‥nm이고,‥내부‥빈‥공간의‥크기는‥8‥nm이

다.‥이‥단백질‥내부의‥빈‥공간에‥금속‥전구체

를‥함침시키고‥환원‥과정을‥거치게‥되면,‥2-3‥

nm의‥매우‥작은‥나노입자를‥합성‥할‥수게‥된

다.‥이렇게‥합성된‥나노입자를‥전기방사‥용액

에‥분산시키면,‥겉면이‥양(+)의‥전하를‥띄는‥

단백질로‥둘러‥쌓여‥있기‥때문에‥방사용액‥내

에‥응집‥없이‥균일하게‥분산될‥수‥있는‥장점

이‥있다.‥단백질로‥둘러‥쌓인‥나노입자를‥텅

스텐‥전구체‥(ammonium‥metatungstate‥

hydrate,‥AMH)와‥고분자‥폴리비닐피로리돈‥

(polyvinylpyrrolidone,‥PVP)이‥녹아있는‥전

기방사‥용액에‥혼합하고‥전기방사를‥수행하게‥

되면,‥나노입자가‥균일하게‥분산된‥텅스텐‥전

구체/PVP고분자‥복합‥나노섬유를‥얻을‥수‥있

다.‥이후,‥높은‥온도에서‥열처리‥(calcination)‥

과정을‥거치게‥되면,‥전기방사‥용액‥내의‥고분

자‥성분‥및‥나노입자를‥둘러‥싼‥단백질은‥제거

되고,‥최종적으로‥나노입자가‥매우‥균일하게‥

분산된‥텅스텐산화물‥나노섬유가‥합성된다.‥

그림‥2(b)~(d)는‥백금‥나노입자가‥균일하게‥

분포하는‥다공성‥텅스텐산화물‥나노섬유의‥형

상을‥주사전자‥현미경‥(SEM)과‥주사투과전자‥

현미경‥(STEM)으로‥분석한‥결과이다.‥백금이‥

결착된‥텅스텐산화물‥나노섬유는‥서로‥네트워

크를‥이루는‥것을‥확인할‥수‥있으며,‥나노섬유‥

사이에‥거대한‥메크로‥기공‥(macro‥pore)들

이‥형성됨을‥확인할‥수‥있다‥(그림‥2(b)).‥나노

그림 2.  (a) 전기방사 기술을 이용하여 백금 (Pt) 나노입자가 균일하게 

내장된 텅스텐산화물 나노섬유를 제조하는 모식도. (b) 제조된 

나노섬유의 주사전자 현미경 (SEM) 이미지. (c) 고배율 주사 투

과전자 현미경 (STEM) 이미지 및 원소성분 분석 (EDS) 이미지. 

(d) Focused ion beam (FIB)을 이용한 나노섬유의 단면 STEM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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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의‥표면을‥고배율‥STEM으로‥분석한‥결과‥

나노기공‥(nano‥pore)들이‥표면에‥노출‥됨을‥

확인할‥수‥있으며,‥원소‥성분‥분석‥(Energy-

dispersive‥X-ray‥spectroscopy,‥EDS)을‥통

해서‥텅스텐산화물과‥내장된‥백금‥원소가‥복

합적으로‥균일하게‥분포되어‥있음을‥확인할‥

수‥있다‥(그림‥2(c)).‥보다‥정확한‥나노섬유‥내

부의‥미세구조를‥확인하기‥위해서‥focused‥

ion‥beam‥(FIB)을‥이용하여‥나노섬유의‥단

면을‥분석하였다‥(그림‥2(d)).‥그‥결과,‥제조

된‥나노섬유는‥내부에‥무수히‥많은‥나노‥기공

들이‥형성된‥다공성‥구조임을‥확인‥하였고,‥텅

스텐산화물‥입자성장에서‥차이가‥발생하여‥나

노섬유의‥외부보다‥내부의‥입자크기가‥더‥작

게‥형성됨을‥확인하였다.‥이는‥열처리‥과정‥중

에‥단백질‥희생층이‥제거되면서‥나노‥기공을‥

형성할‥수‥있었으며,‥2~3‥nm‥크기의‥작은‥백

금‥입자가‥텅스텐산화물‥입자의‥성장을‥억제

하였기‥때문이다.‥이처럼‥촉매가‥함유된‥일차

원‥다공성‥텅스텐산화물‥나노섬유는‥소재‥내

부로‥기체의‥확산이‥용이하게‥일어나고,‥균일

하게‥분포하는‥나노입자‥촉매의‥역할로‥초고

감도‥화학센서‥소재에‥응용‥되었다.

2.2 금속산화물 나노튜브

1차원‥구조의‥금속산화물‥나노섬유의‥기공

도를‥더‥높이고,‥표면적을‥더‥넓히기‥위하여‥

나노튜브‥구조를‥제작하는‥방법이‥제안되었다‥

[7,8].‥금속산화물‥나노튜브‥구조의‥제작은‥전

기방사‥기술을‥이용하여‥순수한‥고분자‥나노

섬유를‥형성하는‥것에서‥시작한다‥[7].‥전기방

사‥기술을‥통하여‥서로‥다른‥두‥종류의‥고분자

를‥혼합하여‥1차원‥구조의‥고분자‥나노섬유를‥

제작할‥수‥있다.‥즉,‥polyvinylpyrrolidone‥

(PVP)과‥polymethyl‥methacrylate‥(PMMA)

가‥균일하게‥혼합된‥복합‥고분자‥나노섬유를‥

형성한다‥(그림‥3(a)).‥형성된‥복합‥고분자‥나

노섬유‥상단에‥물리‥기상‥증착‥방법인‥스퍼터

링‥(sputtering)을‥통하여‥텅스텐산화물을‥증

착하게‥되면,‥고분자‥나노섬유‥겉면을‥텅스텐

산화물로‥코팅할‥수‥있다‥(그림‥3(c)).‥최종적

으로‥고온에서‥열처리‥과정을‥거치게‥되면‥겉

면을‥코팅하고‥있는‥텅스텐산화물은‥결정화를‥

이루는‥반면에,‥내부를‥구성하고‥있는‥고분자‥

나노섬유는‥고온에서‥분해되어‥텅스텐산화물‥

나노튜브를‥형성하게‥된다‥(그림‥3(d)).‥주사‥

전자현미경을‥통하여‥관찰한‥나노튜브는‥하

단‥면이‥열려있는‥반튜브형‥구조를‥가지는‥것

을‥확인할‥수‥있다‥(그림‥3(e)).‥이러한‥특징적

인‥반튜브형‥구조는‥스퍼터링‥공정의‥특성상‥

텅스텐산화물이‥고분자‥나노섬유‥상단에‥주

로‥증착이‥이루어지고,‥하단‥면에는‥증착이‥이

루어지지‥않기‥때문에‥나타나는‥현상이다.‥투

과전자‥현미경을‥통하여‥관찰한‥텅스텐산화물‥

나노튜브는‥표면이‥매끄러우면서‥매우‥얇은‥

껍질구조를‥가지는‥것을‥확인할‥수‥있다‥(그림‥

3(f)).‥

나노튜브의‥표면적을‥더‥넓히기‥위하여‥거친‥

표면‥구조를‥형성하는‥방법도‥제시되었다‥[8].‥

앞서‥설명한‥PVP/PMMA‥복합‥고분자‥나노섬

유에‥산소‥플라즈마‥처리를‥거치게‥되면‥PVP

와‥PMMA의‥서로‥다른‥분해온도로‥인하여‥복

합‥고분자‥나노섬유‥표면에‥다수의‥요철구조

를‥형성할‥수‥있게‥된다‥(그림‥3(b)).‥이렇게‥

형성된‥거친‥표면을‥가지는‥복합‥고분자‥나노

섬유‥표면에‥동일한‥방법으로‥텅스텐산화물을‥

스퍼터링으로‥증착하고,‥고온에서‥열처리‥공

정을‥거치게‥되면‥표면이‥거친‥구조를‥가지는‥

텅스텐산화물‥나노튜브를‥형성할‥수‥있다‥(그

림‥3(g)).‥투과전자‥현미경을‥통하여‥관찰한‥결

과,‥표면에‥다수의‥요철구조를‥형성하고‥있는‥

텅스텐산화물‥나노튜브를‥확인할‥수‥있다‥(그

림‥3(h)).‥

증착공정을‥활용하지‥않고,‥전기방사‥기술

만으로도‥나노튜브‥구조를‥제작할‥수‥있다‥

[9,10].‥전기방사‥기술을‥이용하여‥금속산화

물‥나노섬유를‥제작하는‥방법은‥고분자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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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p e c i a l 
T h e m a

해된‥전기방사‥용액에‥금속‥전구체를‥추가적

으로‥용해시켜‥전기방사를‥수행한‥후,‥고온에

서‥열처리‥과정을‥거침으로써‥만들어진다.‥만

약,‥고온‥열처리‥과정에서‥고분자와‥금속‥전

구체‥사이에‥상분리가‥발생하게‥되면,‥최종

적으로‥고온‥열처리‥공정‥이후에‥금속산화

물‥나노튜브‥구조를‥얻을‥수‥있게‥된다‥[9].‥

먼저,‥ PVP‥고분자와‥주석‥전구체를‥N,N-

dimethylformamide‥ (DMF)‥와‥에탄올이‥

1:1‥비율로‥혼합된‥유기용매에‥용해시켜서‥전

기방사‥용액을‥준비한다.‥이렇게‥제조된‥전기

방사‥용액을‥일반적으로‥전기방사‥공정에서‥

활용하는‥단일‥노즐을‥이용하여‥전기방사를‥

수행하게‥되면‥1차원‥구조의‥PVP/주석‥전구

체‥복합‥나노섬유를‥형성할‥수‥있게‥된다.‥최

종적으로‥고온‥열처리‥과정에서‥상대적으로‥

빠른‥승온‥속도‥(10℃/min)로‥온도를‥가해주

게‥되면,‥표면에‥위치한‥주석‥전구체가‥주석산

화물로‥산화가‥발생하며‥내부에‥있던‥주석‥이

온들이‥계속적으로‥나노섬유‥표면으로‥확산

하면서‥산화가‥이루어지기‥때문에‥결과적으

로‥주석산화물‥나노튜브를‥형성할‥수‥있게‥된

다.‥이러한‥현상이‥발생하는‥주된‥원인은‥주

석‥전구체의‥주석이온

과‥PVP‥고분자의‥혼합

용매에‥대한‥서로‥다

른‥용해도에‥의해서‥발

생하며,‥특히‥열처리‥

과정에서‥ 승온‥ 속도

를‥빠르게‥유지하였을‥

때‥나타나게‥된다.‥이

러한‥현상은‥오스왈드‥

라이프닝‥ (Ostwald-

ripening)‥거동으로‥알

려져‥있다‥ [11].‥촉매‥

나노입자를‥포함하는‥

전기방사‥용액을‥이용

하여도‥오스왈드‥라이

프닝‥거동을‥이용하여‥

촉매‥나노입자가‥균일하게‥분산된‥금속산화물‥

나노튜브‥구조를‥제작할‥수‥있다.‥즉,‥2~3‥nm‥

크기의‥백금‥나노입자를‥주석‥전구체‥및‥PVP‥

고분자와‥함께‥혼합‥유기용매에‥용해시키고‥

전기방사‥공정과‥고온‥열처리‥공정을‥거치게‥

되면‥백금‥나노입자가‥결착된‥주석산화물‥나

노튜브를‥형성할‥수‥있다‥(그림‥4(a)).‥형성된‥

나노튜브의‥단면을‥관찰한‥결과,‥완벽한‥튜브

형상을‥나타내며‥튜브의‥외벽은‥40.8‥nm로‥

형성된‥것을‥확인할‥수‥있다‥(그림‥4(b)).‥EDS‥

성분‥분석기를‥이용하여‥제작된‥나노튜브의‥

성분을‥분석한‥결과,‥주석산화물‥나노튜브‥전

면에‥백금이‥균일하게‥분산된‥것을‥확인할‥수‥

있다‥(그림‥4(c)).

전기방사‥기술에서‥듀얼‥노즐‥ (dua l-

nozzle)을‥이용하여‥나노튜브‥구조를‥제작하

는‥방법도‥제시되었다‥[10].‥듀얼‥노즐을‥이용

한‥전기방사‥공정은‥단일‥노즐을‥이용한‥전기

방사‥공정과‥다르게‥방사되는‥노즐이‥서로‥다

른‥크기로‥동심원‥형태의‥배열을‥하고‥있는‥것

이‥특징적이다.‥안쪽‥노즐에는‥미네랄‥오일‥

(mineral‥oil)과‥같이‥고온에서‥쉽게‥증발하

는‥방사용액을‥사용하고,‥바깥쪽‥노즐에는‥물

그림 3.  (a) 고분자 polyvinylpyrrolidone (PVP)과 polymethyl 

methacrylate (PMMA)의 복합 나노섬유 전기방사, (b) 산소 플

라즈마 처리, (c) RF 스퍼터링 (sputtering)을 통한 텅스텐산화물 

(WO3) 증착 및 (d) 고온 열처리 과정을 통한 나노튜브 제작과정 모

식도. 표면이 매끄러운 구조의 텅스텐산화물 나노튜브 (e) SEM 및 

(f) TEM 이미지. 표면이 거친 구조의 텅스텐산화물 나노튜브 (g) 

SEM 및 (h) TEM 이미지. 

201610학회지-1.indd   15 2016-10-04   오후 6:53:00



16   테마

테마기획  _ 반도체 나노선

과‥같이‥안쪽‥노즐에‥사용하는‥방사용액과‥혼

합되지‥않는‥방사용액을‥기반으로‥사용하면‥

코어‥(core)-쉘‥(shell)구조를‥형성할‥수‥있다.‥

예를‥들어,‥바깥쪽‥노즐에‥사용할‥전기방사‥용

액은‥텅스텐‥전구체와‥PVP‥고분자를‥물에‥용

해시켜‥사용하면,‥듀얼노즐을‥이용한‥전기방

사‥공정‥이후에‥겉면은‥텅스텐‥전구체와‥PVP

로‥구성되며‥안쪽은‥미네랄‥오일로‥구성된‥코

어-쉘‥구조를‥제작할‥수‥있다.‥최종적으로‥고

온‥열처리‥공정을‥거치게‥되면‥미네랄‥오일과‥

고분자‥성분은‥고온에서‥분해되고,‥텅스텐‥전

구체는‥산화과정을‥거쳐서‥텅스텐산화물을‥형

성하기‥때문에‥텅스텐산화물‥나노튜브‥구조를‥

제작할‥수‥있게‥된다.‥또한,‥바깥쪽‥전기방사‥

용액에‥폴리스티렌‥(polystyrene,‥PS)과‥같

은‥고분자‥템플레이트와‥팔라듐‥(Pd)‥나노입

자를‥더‥분산시켜서‥전기방사‥용액으로‥활용

하게‥되면,‥듀얼노즐‥전기방사‥공정과‥고온‥열

처리공정을‥거쳐서‥팔라듐‥나노입자가‥결착된‥

다공성‥텅스텐산화물‥나노튜브‥구조를‥제작할‥

수‥있게‥된다‥(그림‥4(d)).‥주사전자‥현미경을‥

통하여‥제작된‥다공성‥텅스텐산화물‥나노튜브

의‥표면구조를‥관찰한‥결과‥표면에‥다수의‥기

공이‥형성된‥것을‥확인할‥수‥있다‥(그림‥4(e)).‥

또한,‥EDS‥분석을‥통하여‥성분을‥분석한‥결

과,‥텅스텐산화물‥나노튜브‥전면에‥팔라듐이‥

균일하게‥분산된‥것을‥확인할‥수‥있다‥(그림‥

4(f)).‥

이처럼‥전기방사‥기술과‥증착공정을‥활용하

면‥독특한‥반튜브형‥구조를‥형성할‥수‥있을‥뿐

만‥아니라,‥스퍼터링‥소재를‥달리‥해주면‥다양

한‥금속‥또는‥금속산화물‥소재의‥제작도‥가능

하다.‥또한,‥증착공정을‥활용하지‥않고‥단순하

게‥전기방사‥기술을‥이용하여도‥매우‥얇은‥껍

질‥두께를‥가지는‥금속산화물‥나노튜브를‥제

작할‥수‥있다.‥이뿐만‥아니라,‥전기방사‥기술

은‥전기방사‥용액에‥다른‥고분자‥소재‥및‥금속‥

나노입자‥등을‥추가적으로‥분산시킴으로써,‥

최종적으로‥고온‥열처리‥이후에‥형성되는‥금

속산화물‥나노튜브의‥표면‥형상을‥제어할‥수‥

있으며‥이종의‥금속‥소재가‥균일하게‥분산된‥

금속산화물‥복합‥나노튜브도‥제작이‥가능하

다.‥이러한‥금속산화물‥나노튜브는‥다수의‥기

공을‥포함하고‥넓은‥비표면적을‥필요로‥하는‥

응용분야에‥활용될‥수‥있으며,‥금속‥나노입자

는‥촉매로써‥표면반응을‥활성화시키는‥화학센

서‥응용분야에‥활용될‥

수‥있다.‥

2.3 소재의 응용

      : 화학센서

전기방사‥기술을‥이

용하여‥제작된‥나노섬

유의‥대표적인‥응용분

야‥중‥하나는‥화학센서

이다.‥특히,‥대기‥중에‥

떠다니는‥유해한‥환경

가스인‥NOx,‥SOx,‥COx‥

등이나,‥사람의‥호흡‥

속에‥존재하는‥미세한‥

농도의‥휘발성‥유기화

그림 4.  백금 (Pt) 촉매가 결착된 주석산화물 (SnO2) 나노튜브의 (a) 평면 

SEM 이미지, (b) 단면 SEM 이미지 및 (c) 원소성분 분석 (EDS) 이

미지. 팔라듐 (Pd) 촉매가 결착된 다공성 텅스텐산화물 나노튜브

의 (d) 평면 SEM 이미지, (e) 확대된 SEM 이미지 및 (f) 원소성분 

분석 (EDS)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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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물‥(volatile‥organic‥compounds,‥VOCs)

을‥감지할‥수‥있는‥고성능‥감지소재로‥응용되

고‥있다.‥일반적으로‥고분자,‥금속‥및‥금속산

화물은‥특정‥가스분위기에서‥전기적인‥신호가‥

변화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이중에서‥금속

산화물은‥100-400℃‥구동온도‥영역에서‥매우‥

민감한‥가스감지특성을‥보이는‥것으로‥알려져‥

있으며,‥이러한‥이유로‥주석산화물과‥같은‥소

재로‥화학센서‥상용화가‥이루어진‥상태이다.‥

　금속산화물을‥이용한‥가스센서의‥기본적인‥

원리는‥가스분자들이‥금속산화물‥표면에‥존재

하는‥이온화된‥산소분자‥(O-,‥O2-,‥O2
-)들과‥

반응함으로써‥전기‥전도도‥값이‥변화하는‥것

이다.‥따라서‥고감도‥가스센서를‥개발하기‥위

해서는‥가스분자들과‥금속산화물‥표면에‥존

재하는‥이온화된‥산소분자들‥간의‥반응을‥활

성화시켜야‥한다는‥것을‥알‥수‥있다.‥또한,‥금

속산화물‥소재의‥표면적이‥넓을수록,‥가스분

자들과‥이온화된‥산소분자들‥간의‥반응면적이‥

넓어지므로‥가스반응‥특성을‥향상시킬‥수‥있

다.‥이러한‥관점에서‥1차원‥구조를‥가지는‥나

노섬유‥감지소재는‥고감도‥가스감지‥특성을‥

나타낼‥수‥있으며,‥다양한‥금속산화물‥나노섬

유‥소재를‥이용한‥고감도‥가스센서‥성능이‥평

가된‥바‥있다‥[12].‥일반적으로,‥금속산화물‥

가스센서의‥감도는‥공기‥중에서의‥센서‥저항‥

(Rair)과‥가스가‥노출된‥환경에서의‥센서‥저항‥

(Rgas)의‥비로‥정의한다.‥가스가‥노출된‥환경에

서의‥저항이‥공기‥중에서‥센서의‥저항에‥비하

여‥변화가‥크면‥클수록‥센서의‥감도도‥높다는‥

것을‥의미한다.

　전기방사‥기술을‥이용하여‥더욱더‥향상된‥

가스감지특성을‥얻기‥위해서,‥최근에는‥나노

섬유의‥표면‥형상을‥제어하여‥더‥넓은‥비표면

적을‥확보하고,‥가스가‥빠르게‥감지소재‥내부

로‥침투할‥수‥있는‥다수의‥기공을‥형성하는‥연

구가‥보고되었다‥[13].‥금속산화물‥나노섬유를‥

제작하기‥위하여‥금속산화물‥전구체와‥고분자

를‥용매에‥용해시켜‥전기방사‥용액을‥제조하

고,‥추가적으로‥고온‥열처리‥단계에서‥분해될‥

수‥있는‥폴리스티렌‥고분자‥콜로이드를‥전기

방사‥용액에‥분산시키게‥되면‥최종적으로‥열

처리‥단계‥이후에‥나노섬유‥표면‥및‥내부에‥다

수의‥기공을‥형성시킬‥수‥있다‥(그림‥5(a)).‥폴

리스티렌‥콜로이드를‥전기방사‥용액에‥분산시

키지‥않고,‥순수하게‥텅스텐‥전구체와‥PVP고

분자를‥물에‥용해시켜‥전기방사를‥수행한‥후,‥

고온에서‥열처리‥과정을‥거쳐서‥제작된‥텅스

텐산화물‥나노섬유의‥경우,‥1차원‥구조를‥나타

내지만‥나노섬유가‥매우‥치밀하게‥형성된‥것

을‥알‥수‥있다‥(그림‥5(b)-Dense‥WO3‥NFs).‥

반면에,‥직경‥500‥nm‥크기를‥가지는‥폴리스

티렌‥콜로이드를‥전기방사‥용액에‥추가적으

로‥더‥분산시켜‥전기방사를‥수행하고,‥고온열

처리‥단계를‥거치게‥되면,‥텅스텐산화물‥나

노섬유‥표면‥및‥내부에‥구형의‥기공이‥형성됨

을‥확인할‥수‥있다‥(그림‥5(c)-PS‥(500)-WO3‥

NFs).‥이때,‥텅스텐산화물‥나노섬유‥표면‥및‥

내부에‥형성된‥기공의‥크기는‥사용한‥폴리스

티렌‥콜로이드의‥직경대비‥40~60%로‥감소한‥

200~300‥nm‥크기‥범위로‥형성된‥것을‥확인

할‥수‥있다.‥이처럼‥수축한‥기공의‥크기는‥고

온‥열처리‥과정‥중에‥폴리스티렌‥콜로이드가‥

수축함과‥동시에‥텅스텐‥전구체가‥기공방향으

로‥확산하였기‥때문이다.‥형성된‥기공의‥크기

와‥기공의‥분포를‥더‥다양화하기‥위해서,‥직경

이‥200‥nm와‥500‥nm를‥가지는‥폴리스티렌‥

콜로이드를‥1:1‥비율로‥혼합하여‥전기방사‥용

액에‥분산시키고‥고온에서‥열처리‥과정을‥거

쳤다.‥그림‥5(d)에‥나타난‥바와‥같이,‥다양한‥

크기의‥기공이‥텅스텐산화물‥나노섬유에‥분포

하는‥것을‥확인할‥수‥있다‥(PS‥(200‥&‥500)-

WO3‥NFs).‥

제작된‥텅스텐산화물‥나노섬유를‥이용하

여‥황화수소‥(H2S)‥가스에‥대한‥감지특성이‥

350℃의‥센서‥구동온도에서‥규명되었다‥(그림‥

5(e)).‥그‥결과,‥다양한‥크기의‥기공이‥다수‥분

포한‥텅스텐산화물‥나노섬유가‥황화수소‥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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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대하여‥가장‥높은‥감도‥(Rair/Rgas=43.1‥at‥5‥

ppm)를‥나타내는‥것이‥확인되었다.‥또한,‥직

경‥500‥nm를‥가지는‥폴리스티렌‥콜로이드를‥

사용한‥다공성‥텅스텐산화물‥나노섬유의‥경우

에도,‥치밀한‥구조를‥가지는‥텅스텐산화물‥나

노섬유에‥비하여‥5‥ppm의‥황화수소‥가스에‥

대하여‥약‥1.3배‥가량‥향상된‥감지특성을‥나

타내었다.‥이처럼‥향상된‥감지특성을‥평가하

기‥위하여,‥50~5,000‥nm‥크기범위에서‥기공

도‥평가가‥이루어졌다‥(그림‥5(f)).‥치밀한‥구

조를‥가지는‥텅스텐산

화물‥ 나노섬유의‥ 경

우,‥기공의‥직경이‥433‥

nm를‥가지는‥것에‥반

하여,‥폴리스티렌‥콜로

이드를‥사용하여‥제작

한‥다공성‥나노섬유의‥

경우,‥677~678‥nm‥크

기로‥더‥큰‥기공을‥가

진다는‥것이‥밝혀졌다.‥

또한,‥기공의‥형성으로

부터‥표면적이‥넓어지

는‥효과도‥나타났다.‥

치밀한‥구조의‥텅스텐

산화물‥나노섬유의‥경

우,‥17‥m2/g의‥비표면

적을‥가지는‥것에‥비하

여,‥직경이‥500‥nm인‥

폴리스티렌‥콜로이드

를‥사용하여‥제작한‥텅

스텐산화물‥나노섬유

는‥18.6‥m2/g의‥비표

면적‥특성을‥나타내고,‥

직경이‥200‥nm와‥500‥

nm인‥폴리스티렌‥콜로

이드를‥혼합하여‥제작

한‥텅스텐산화물‥나노

섬유는‥19.22‥m2/g로‥

증가한‥비표면적‥값을‥

나타내는‥것이‥확인되었다.‥따라서,‥다공성‥텅

스텐산화물‥나노섬유의‥향상된‥황화수소‥감지

특성은‥넓은‥비표면적과‥가스가‥쉽게‥침투할‥

수‥있는‥기공이‥다수‥형성되었기‥때문이라고‥

해석할‥수‥있다.

금속산화물‥나노섬유의‥비표면적과‥기공도

를‥향상시키는‥것과‥더불어,‥촉매소재의‥결착‥

또한‥가스감지‥특성을‥향상시키는데‥매우‥중

요한‥요소이다.‥촉매는‥일반적으로‥금‥(Au),‥

은‥(Ag),‥백금‥(Pt)‥및‥팔라듐‥(Pd)‥등과‥같은‥

그림 5.  전기방사 기술을 이용한 다공성 나노섬유 제작 모식도, (b) 치밀한 

구조를 가지는 텅스텐산화물 나노섬유, (c) 500 nm 크기를 가지

는 폴리스타이렌 콜로이드를 템플레이트를 사용하여 제작된 다공

성 텅스텐산화물 나노섬유, (d) 200 nm 와 500 nm 크기를 가지

는 폴리스타이렌 콜로이드를 혼합하여 제작된 다공성 텅스텐산화

물 나노섬유, (e) 제작된 텅스텐산화물 나노섬유를 이용한 황화수

소 가스 감지특성 평가, (f) 제작된 텅스텐산화물 나노섬유에 대한 

기공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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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나노입자가‥주

로‥사용되며,‥이러한‥

촉매들은‥금속산화물‥

나노섬유‥표면에‥결착

되어‥가스의‥분해과정

을‥활성화시켜‥가스감

지‥특성을‥향상시키는‥

역할을‥수행한다.‥촉매

효과를‥극대화하여‥가

스감지‥특성을‥향상시

키기‥위해서는‥촉매소

재가‥금속산화물‥표면

에‥응집되지‥않고‥균일

하게‥분산되어야‥하며,‥

촉매입자의‥크기‥또한‥

수‥나노미터‥크기로‥매

우‥작게‥형성되어야‥한

다.‥최근에‥촉매‥나노

입자를‥폴리스티렌‥콜

로이드‥표면에‥형성하여‥촉매입자가‥결착된‥

폴리스티렌‥콜로이드를‥전기방사‥용액에‥분산

시켜서,‥촉매입자가‥결착된‥다공성‥금속산화

물‥나노섬유를‥개발하는‥연구가‥수행되었다‥

[14,15].‥제작된‥촉매입자가‥결착된‥다공성‥금

속산화물‥나노섬유는‥특징적으로‥촉매입자가‥

기공‥주변으로‥균일하게‥전사되어‥형성된다는‥

점이며,‥형성된‥기공‥주변으로‥촉매반응이‥활

성화‥될‥수‥있다는‥점이다.‥

촉매‥나노입자를‥폴리스티렌‥표면에‥결

착시키는‥ 방법으로‥ 레이어‥ 바이‥ 레이어‥

(Layer-by-layer,‥ LbL)‥코팅기술을‥사

용할‥수‥있다‥ [14].‥ LbL‥코팅‥기술은‥양

의‥전하와‥음의‥전하를‥띄는‥고분자를‥층

층이‥폴리스티렌‥표면에‥코팅하고,‥최종적

으로‥촉매‥전구체를‥코팅하는‥방식으로‥이

루어진다.‥즉,‥양의‥전하를‥띄는‥고분자인‥

poly(diallyldimethylammonium)‥chloride‥

(PDADMAC)와‥음의‥전하를‥띄는‥고분자

인‥poly(styrenesulfonate)‥ (PSS)를‥다층의‥

PDADMAC/PSS/PDADMAC로‥형성하고,‥최

종적으로‥표면에‥팔라듐‥전구체인‥K2PdCl4를‥

코팅하면‥팔라듐‥촉매가‥균일하게‥결착된‥폴

리스티렌‥콜로이드를‥형성할‥수‥있다‥ (그림‥

6(a)).‥이렇게‥제작된‥팔라듐이‥코팅된‥폴리스

티렌‥콜로이드를‥텅스텐‥전구체와‥PVP‥고분

자가‥용해된‥전기방사‥용액에‥분산시키고,‥고

온‥열처리를‥거치게‥되면‥기공이‥형성된‥위치

에‥팔라듐‥촉매가‥결착된‥다공성‥텅스텐산화

물‥나노섬유를‥제작할‥수‥있다‥(그림‥6(b)).‥팔

라듐‥촉매가‥결착된‥다공성‥텅스텐산화물‥나

노섬유는‥톨루엔‥(C6H5CH3)‥가스에‥대하여‥매

우‥높은‥감도특성을‥나타냈다‥(그림‥6(c)).‥특

히,‥350℃‥구동온도에서‥5‥ppm의‥톨루엔‥가

스에‥대하여‥감도‥(Rair/Rgas)‥12.1을‥나타냄으

로써,‥치밀한‥구조를‥가지는‥순수한‥텅스텐산

화물‥나노섬유에‥비하여‥약‥7.5배‥향상된‥톨

루엔‥가스‥감지특성을‥나타내었다.‥또한,‥0.1‥

ppm의‥매우‥미세한‥가스농도에‥대하여서도‥

감도‥2.05의‥우수한‥감지특성을‥나타내는‥것

그림 6.  (a) 레이어 바이 레이어 (Layer-by-layer, LbL)기술을 이용하여 

제작된 팔라듐 (Pd) 촉매가 결착된 폴리스티렌 콜로이드. (b) 팔라

듐 촉매가 결착된 다공성 텅스텐산화물 나노섬유. (c) 팔라듐 촉매

가 결착된 다공성 텅스텐산화물 나노섬유를 이용한 톨루엔 가스 

감지특성 평가. (d) 바이오 템플레이트를 이용한 금 (Au) 나노입자

가 결착된 폴리스티렌 콜로이드 제작. (e) 금 촉매가 결착된 다공

성 텅스텐산화물 나노섬유. (f) 금 촉매가 결착된 다공성 텅스텐산

화물 나노섬유를 이용한 황화수소 가스 감지특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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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확인되었다.‥

폴리스티렌‥콜로이드‥표면에‥촉매를‥결착시

키는‥또‥다른‥방법으로,‥아포페리틴‥단백질‥템

플레이트에‥내장된‥금‥촉매입자를‥폴리스티렌‥

콜로이드‥표면에‥자기조립화하여‥균일하게‥결

착시키는‥기술이‥개발되었다‥[15].‥즉,‥단백질‥

템플레이트는‥표면에‥양의‥전하를‥나타내며,‥

폴리스티렌‥콜로이드는‥표면에‥음의‥전하를‥

나타내기‥때문에‥두‥콜로이드간의‥정전기적인‥

인력에‥의하여‥자발적으로‥금‥촉매가‥결착된‥

폴리스티렌‥콜로이드를‥형성할‥수‥있게‥된다‥

(그림‥6(d)).‥이때‥단백질‥템플레이트에‥내장

된‥금‥촉매입자의‥농도를‥조절하면,‥폴리스티

렌‥콜로이드‥표면에‥응집‥없이‥균일하게‥금‥촉

매입자를‥결착시킬‥수‥있다.‥마찬가지로‥형성

된‥금‥촉매입자가‥결착된‥폴리스티렌‥콜로이

드를‥텅스텐‥전구체와‥PVP‥고분자가‥용해된‥

방사용액에‥분산시키고,‥전기방사를‥수행한‥

후‥고온‥열처리‥과정을‥거치게‥되면,‥기공위치

에‥금‥촉매입자가‥결착된‥다공성‥텅스텐산화

물‥나노섬유를‥제작할‥수‥있다‥(그림‥6(e)).‥금‥

촉매가‥결착된‥다공성‥텅스텐산화물‥나노섬유

의‥경우,‥황화수소‥가스에‥대하여‥우수한‥감지

특성을‥보이며,‥350℃‥구동온도에서‥5‥ppm의‥

가스농도에‥대하여‥11.1의‥감도로‥치밀한‥구

조의‥텅스텐산화물‥나노섬유에‥비하여‥약‥1.8

배‥향상된‥감도를‥나타내었다.

이처럼‥전기방사‥기술을‥이용하여‥1차원‥구

조의‥나노섬유를‥형성할‥수‥있을‥뿐만‥아니라,‥

나노섬유의‥표면형상을‥제어하여‥비표면적

을‥넓히고‥기공도를‥높이는‥연구가‥수행되었

다.‥또한,‥촉매를‥결착시키는‥기술들도‥개발되

면서‥고성능‥화학센서‥감지소재로서‥최적화된‥

감지특성을‥이루려는‥노력이‥시도되었다.‥표‥1

은‥최근에‥본‥연구그룹에서‥전기방사‥기술을‥

이용하여‥개발한‥나노섬유‥기반‥화학센서의‥

주요‥성능을‥비교‥평가한‥것이다.

　　‥

3. 맺음말

1차원‥구조를‥가지는‥금속산화물‥소재는‥넓

은‥비표면적을‥가지면서‥소재‥내부에‥다수의‥

기공을‥포함하고‥있기‥때문에‥다양한‥분야에‥

기능성‥소재로‥응용이‥이루어졌다.‥전기방사‥

기술은‥1차원‥구조의‥나노섬유를‥제작하는‥방

법으로‥제시가‥되었으며,‥특히‥금속산화물‥나

노섬유의‥표면‥형상‥및‥구조‥제어가‥용이하게‥

이루어질‥수‥있는‥합성방법이다.‥또한,‥전기방

사‥용액에‥다양한‥나노입자를‥분산시켜서‥전

기방사를‥수행할‥경우,‥다양한‥금속-금속산화

물‥복합소재도‥합성이‥가능하여‥소재의‥응용

표 1.  전기방사 기술을 이용한 반도체 나노섬유 기반의 화학센서 성능 비교.

Materials
Response‥
definition

Sensitivity
(Response)

Detection‥limit Target‥gas Operating‥temp. Ref.

Protein‥templated‥Pt-WO3‥
nanofibers

Rair/Rgas 153‥at‥5‥ppm 100‥ppb Acetone 350℃ [6]

Protein‥templated‥Pd-WO3‥
nanofibers

Rair/Rgas 39‥at‥5‥ppm 100‥ppb Toluene 350℃ [6]

Protein‥templated‥Rh-WO3‥
nanofibers

Rair/Rgas 61‥at‥5‥ppm 100‥ppb H2S 350℃ [6]

WO3‥hemitube Rair/Rgas 6.7‥at‥2‥ppm 120‥ppb H2S 300℃ [7]

Pt-SnO2‥nanotubes Rair/Rgas 92‥at‥5‥ppm 100‥ppb Acetone 350℃ [9]

PS‥template‥assisted‥porous‥
WO3‥nanofibers

Rair/Rgas 43.1‥at‥5‥ppm 1‥ppm H2S 350℃ [13]

LbL‥assisted‥Pd-porous‥
WO3‥nanofibers

Rair/Rgas 18.8‥at‥5‥ppm 100‥ppb
Toluene,
Acetone

350℃ [14]

Self-assembled‥Au-porous‥
WO3‥nanofibers

Rair/Rgas 11.1‥at‥5‥ppm 100‥ppb H2S 35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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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가‥상당히‥넓다는‥것이‥특징이다.‥본‥논문

에서는‥대표적인‥응용범위로‥소재의‥비표면

적이‥넓고,‥기공도가‥높은‥특성을‥필요로‥하는‥

화학센서‥분야에‥대한‥소개가‥이루어졌다.‥고

성능‥화학센서‥개발에‥대한‥최적화를‥이루기‥

위하여,‥전기방사‥기술을‥이용하여‥1차원‥금속

산화물‥나노섬유의‥형상제어와‥나노입자‥결착‥

방법에‥대한‥연구가‥꾸준히‥이루어지고‥있다.‥

소재적인‥관점에서도‥전기방사‥기술은‥다양

한‥고분자,‥금속,‥금속산화물‥및‥이들의‥복합

소재를‥합성할‥수‥있는‥손쉬운‥방법이기‥때문

에,‥이러한‥소재들이‥응용될‥수‥있는‥에너지,‥

환경,‥의료‥및‥바이오‥분야‥등‥다양한‥분야에‥

최적화된‥성능으로‥적용될‥수‥있다.‥이러한‥관

점에서‥전기방사‥기술을‥이용한‥1차원‥구조의‥

나노섬유‥소재는‥그‥응용가치가‥상당히‥크다

고‥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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