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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 스마트기기용 
유연 전자회로 제작 기술

1. 서론

IT 기술의 빠른 성장과 더불어 언제 어디서

나 쉽게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경향은 더욱 강해

지고 보편화되고 있다. 그 결과, 웨어러블 디

바이스가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각종 

미디어를 통한 보도는 물론 ‘웨어러블 혁명’으

로 불릴 만큼 관련 제품 개발 및 벤처 투자, 소

비자의 관심이 크게 증대되어 사회적 관심기

술로 각광받고 있다. 이러한 웨어러블 디바이

스 혁명의 거대 트렌드는 Post 스마트폰 시대

의 미래성장 동력원 확보를 위한 정책적 추진

과 사람-사물-컴퓨터 간에 상호 네트워크로 연

결되는 초연결(hyper-connected) 사회에서 사

물인터넷(IoT)을 통한 인간중심의 가치 실현

과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용자 맞

춤형 단말 플랫폼 기술 수요에 기인한다고 여

겨진다. 

현재,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주로 스마트폰이

나 태블릿 등의 휴대기기의 등장과 근거리 무

선통신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기존의 휴대기

기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시계 또는 안경, 팔

찌와 같이 액세서리 형태로 시장에 출시되고 

있다. 그러나 가까운 미래에는 소재부품 기술

의 발전에 따라 액세서리형 웨어러블 디바이

스의 고성능화, 초경량화로 진화하고, 이후에

는 의류이나 신체에 부착 또는 삽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종적으로는 섬유, 직조, 의류 기술

과 나노융합 및 소재, IT 기술이 융합하여 섬유 

자체나 직물로도 입력, 출력, 처리, 저장 등의 

기본적인 전기전자 기능 수행이 가능한 진정

한 의미의 ‘입는’ IT 기기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1).

본고에서는 이러한 미래의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에 적용될 수 있는 유연 전자회로 제작 기

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

저 플라스틱 기판과 같이 기계적 유연성을 지

닌 유연 기판 위에 전자회로를 구성하기 위한 

트랜지스터 소자 제조 방법과 공정 및 이에 필

요한 소재들에 대해 다루고, 이어서 섬유/직물 

형태로 제작될 수 있는 웨어러블 소자와 이에 

기반 한 유연 전자 소자 및 회로 등의 제조에 

대해서 정리할 것이다. 

2.  유연기판을 사용한  

 유연전자회로 제작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wearablesmart de-

vice) 의 개념을 처음 제시한 MIT Media Lab.

에서는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를 “신체에 부

착하여 컴퓨팅이 가능한 모든 전자소자로 구

성된 모든 기기를 지칭하며 일부 컴퓨팅 기능

을 수행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까지 포함 한

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 기기

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스마트 기

기를 이루고 있는 부품 및 소재들이 기존의 딱

딱하고 평면적인 형태의 전자기기에 사용되었

던 것들과는 달리 인간의 피부나 굴곡진 신체

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마치 우리가 입는 옷과 유

사하게 다양한 방향으로 접거나 휘어지는 것

은 물론 늘어나고 줄어들 수 있는 성질도 지니

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전자기기가 다

양한 형태의 변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먼저 집적될 전자 소자 및 회로들이 기

계적으로 유연한 기판 위에 제작되어야 한다. 

따라서 유연 전자회로의 생산 제조 기술의 핵

심은 기계적 유연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전자 

소자/회로의 제조 과정에서 경험하는  화학적, 

열적으로 가혹한 환경에서 견딜 수 있는 기판 

소재를 확보하는 것이다. 현재, 유연 기판 중

에서는 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 PEN 

(polyethylene naphthalate), PES (polyether 

sulfone), PI (polyimide)와 같은 플라스틱 소재

가 가공의 용이성, 무게절감, 인쇄공정과 같은 

차세대 반도체 공정과의 적합성으로 인해 가

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표 1). 하지만, 신뢰성 

있는 전자소자를 플라스틱 기판 위에 제조하

기 위해서는 플라스틱 기판이 가지고 있는 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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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시대의 도래 및 향후 기술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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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화학적, 광학적 특성 등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일반적으로 플라스틱 기판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물리·화학적 특성을 향상

시키거나, 유리 전이 온도가 낮은 플라스틱 기

판 위에 반도체 전자소자 제조 공정이 가능하

도록 저온 형성용 유/무기 소재 및 공정을 개

발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2.1  유기물 반도체 기반 유연 전자소자 및  

 전자회로 제작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플라스틱 기판은 실

리콘 웨이퍼나 유리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도 변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저온에서 공정 가능한 반도체가 

필요하다. 유기물 반도체는 실리콘과 화합물 

반도체와 같은 기존의 무기물 반도체에 비해 

성능은 다소 떨어지지만, 일반적으로 사용되

는 플라스틱 유연 기판의 유리 전이온도 보다 

낮은 온도에서 박막 형성이 가능하고, 상대적

으로 작은 Young’s modulus 값을 갖기 때문에 

외부 변형에 의해 쉽게 깨지거나 부러지지 않

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지난 90년대 말부터 유

연 전자소자의 반도체 층으로 사용되어 왔다. 

초창기 유기물 반도체를 사용한 유연 전자 

회로의 제작은 네덜란드의 필립스 연구소와, 

미국의 벨 연구소, IBM 연구소 등과 같이 기업 

연구소를 중심으로 선보였다. 그림 2는 필립스

에서 1998년에 소개한 고분자 물질로 이루어

진 집적회로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PI 기판 

위에 고분자 반도체 물질인 polythienylenevi-

nylene (PTV)을 활성층으로 하고, polyaniline 

(PANI)와 polyvinylphenol (PVP)를 각각 전도

체와 절연체로 사용하여 p형 트랜지스터를 제

작하고, 이를 조합하여 15-bit programmable 

code generator를 동작시키는데 성공하였다

[1]. 이어서 2년 뒤인 2000년에 미국의 벨 연

구소에서는 p형 단분자 유기물 반도체인 a-

sexithiophene(a-6T)와 n형 단분자유기물 반도

체인 hexadecafluorocopper- phthalocyanine 

(F-CuPc)를 사용하여 CMOS 인버터를 제작하

고, 이들을 집적하여 48-stageshiftregister를 동

작시키는데 성공하였다(그림 3) [2].

PET PEN PES PI Glass

명칭
Polyethylene
terephthalate

Polyethylene
naphthalate

Polyether
sulfone

Polyimide Glass

유리 전이온도 (℃) 78 120 223 340 620

열팽창계수 (ppm/℃) 15 13 54 50 5

투과율 (%) 91 87 88 30 90

표 1 ▶  플라스틱 기판의 종류 및 주요 특성.

그림 2 ▶  고분자 물질로 제작된 집적회로. (a) 단위 트랜지스터의  

 출력곡선, (b) 15-bit programmable code generator의  

 Layout, (c) 3인치 PI 기판위에 제작한 전 고분자 집적회 

 로의 사진. 

a

b

c

그림 4 ▶  동경대학교의 Takeo Someya 교수팀에서 2003년부터 최근까지 개발하여 소개한 유기 트랜지스터 기반의 전자 피부. 

그림 3 ▶  유기 트랜지스터 기반의 대면적 보상 집적 회로. (a) 트랜지스터에 사용된 단분자 유기물 반도체의 화학구조와 소자의 단면도, 

(b) 유기 트랜지스터 기반 집적 회로 사진.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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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화학적, 광학적 특성 등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일반적으로 플라스틱 기판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물리·화학적 특성을 향상

시키거나, 유리 전이 온도가 낮은 플라스틱 기

판 위에 반도체 전자소자 제조 공정이 가능하

도록 저온 형성용 유/무기 소재 및 공정을 개

발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2.1  유기물 반도체 기반 유연 전자소자 및  

 전자회로 제작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플라스틱 기판은 실

리콘 웨이퍼나 유리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도 변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저온에서 공정 가능한 반도체가 

필요하다. 유기물 반도체는 실리콘과 화합물 

반도체와 같은 기존의 무기물 반도체에 비해 

성능은 다소 떨어지지만, 일반적으로 사용되

는 플라스틱 유연 기판의 유리 전이온도 보다 

낮은 온도에서 박막 형성이 가능하고, 상대적

으로 작은 Young’s modulus 값을 갖기 때문에 

외부 변형에 의해 쉽게 깨지거나 부러지지 않

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지난 90년대 말부터 유

연 전자소자의 반도체 층으로 사용되어 왔다. 

초창기 유기물 반도체를 사용한 유연 전자 

회로의 제작은 네덜란드의 필립스 연구소와, 

미국의 벨 연구소, IBM 연구소 등과 같이 기업 

연구소를 중심으로 선보였다. 그림 2는 필립스

에서 1998년에 소개한 고분자 물질로 이루어

진 집적회로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PI 기판 

위에 고분자 반도체 물질인 polythienylenevi-

nylene (PTV)을 활성층으로 하고, polyaniline 

(PANI)와 polyvinylphenol (PVP)를 각각 전도

체와 절연체로 사용하여 p형 트랜지스터를 제

작하고, 이를 조합하여 15-bit programmable 

code generator를 동작시키는데 성공하였다

[1]. 이어서 2년 뒤인 2000년에 미국의 벨 연

구소에서는 p형 단분자 유기물 반도체인 a-

sexithiophene(a-6T)와 n형 단분자유기물 반도

체인 hexadecafluorocopper- phthalocyanine 

(F-CuPc)를 사용하여 CMOS 인버터를 제작하

고, 이들을 집적하여 48-stageshiftregister를 동

작시키는데 성공하였다(그림 3) [2].

PET PEN PES PI Glass

명칭
Polyethylene
terephthalate

Polyethylene
naphthalate

Polyether
sulfone

Polyimide Glass

유리 전이온도 (℃) 78 120 223 340 620

열팽창계수 (ppm/℃) 15 13 54 50 5

투과율 (%) 91 87 88 30 90

표 1 ▶  플라스틱 기판의 종류 및 주요 특성.

그림 2 ▶  고분자 물질로 제작된 집적회로. (a) 단위 트랜지스터의  

 출력곡선, (b) 15-bit programmable code generator의  

 Layout, (c) 3인치 PI 기판위에 제작한 전 고분자 집적회 

 로의 사진. 

a

b

c

그림 4 ▶  동경대학교의 Takeo Someya 교수팀에서 2003년부터 최근까지 개발하여 소개한 유기 트랜지스터 기반의 전자 피부. 

그림 3 ▶  유기 트랜지스터 기반의 대면적 보상 집적 회로. (a) 트랜지스터에 사용된 단분자 유기물 반도체의 화학구조와 소자의 단면도, 

(b) 유기 트랜지스터 기반 집적 회로 사진.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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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선구적인 연구와 유기물 반도체 소

재의 비약적인 발전에 힘입어 이후 유기물 반

도체 기반의 유연 전자회로 관련 연구는 많

은 진전이 있었다. 특히 동경대학교의 Takeo 

Someya 교수팀은 2003년부터 최근까지 지

속적으로 단분자 유기물 반도체에 기반한 전

자 피부를 개발하였다 (그림 4). 그들은  Pen-

tacene 또는 dinaphtho-thieno- thiophene 

(DNTT)와 같은 p형 유기 단분자 반도체 물질

을 활성층으로 하고 양극산화 처리된 알루미

늄 전극 위에 형성한 자기조립단분자층을 절

연층으로 하는 유기 박막트랜지스터를 고무기

반의 압력 센서와 함께 얇은 플라스틱 기판위

에 집적시켜 능동 구동형 압력센서 어레이를 

제작하였다. 이들은 초기에는 수백 μm 두께의 

PEN 기판을 사용하였으나. parylene을 이용한 

봉지기술 및 층간 절연기술을 점차 발전시켜 

수 μm 수준의 얇은 PEN 기판위에도 기존의 노

광기술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소자가 집적된 

유연 전자회로를 제조할 수 있었다 [3-5]. 

기존의 노광공정을 적용하여 플라스틱 기판

위에 단분자 유기 반도체를 기반으로 유연 전

자회로를 제조한 또 다른 사례로는 2011년 네

덜란드의 Holst Centre와 벨기에의 IMEC에서 

개발한 8 bit arithmetic and logic unit (ALU)가 

있다. 이들은 그림 5에서 보인 바와 같이, p형 

Pentacene 유기 반도체를 트랜지스터의 활성

층으로 하고 산화 알루미늄 하부 절연층과 상

부의 고분자 유기 절연체로 이루어진 이중 게

이트 구조의 유기 트랜지스터를 제작하여 트

랜지스터의 문턱전압을 안정적으로 제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안정적인 문턱전압 제어를 통

해 단극성 인버터임에도 비교적 넓은 범위의 

노이즈 마진을 확보하여 70 Hz의 동작 주파수

를 갖는 매우 느리지만 ‘의미’있는 복잡한 유연 

전자회로를 제조할 수 있었다 [6].

유기물 반도체 기반의 트랜지스터를 집적시

켜 플라스틱 기판 위에 유연 전자소자를 제작

하는 최근의 연구는 기존의 노광공정을 통해 

미세패턴을 형성하지 않고, 저비용으로 제작

이 가능한 첨단 인쇄 공정을 적용한 것을 특징

으로 하고 있다. 그림 6은 Palo Alto Research 

Center (PARC)에서 2012년에 소개한 강유전

성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의 어드레싱을 위한 

인쇄된 유기 트랜지스터 기반의 디코더를 보

여 주고 있다. PARC 연구자들은 PEN 기판 위

에 은 전극과 p형, n형 고분자 유기 반도체를 

잉크젯 프린터로 인쇄하여 상보성 트랜지스터

로 이루어진 인버터를 제작하였고, 인버터들

을 연결하여 함께 집적된 고분자 강유전성 비

그림 5 ▶  (a) 이중 게이트 구조의 단극성 유기 반도체 트랜지스터  

 구조도와 해당 소자의 전달 곡선, (b) 명령 생성 회로의  

 개략도, (c) 제작된 유기 트랜지스터 기반의 8 bit ALU의  

 사진, (d) 70 Hz로 동작하고 있는 산술 평균기로 생성한  

 7비트에 대한 10 진수 표현.

a

b

c

d

그림 6 ▶  (a) 단위 유기 고분자 기반 트랜지스터 소자의 단면도. (b) 인쇄된 유기 고분자 트랜지스터의 전달곡선. (c) 인쇄 유기 트랜지스터 

 와 비아 연결의 사진. (d) 디코더의 입력 신호와 측정된 출력신호 곡선. (e) 인쇄 유기 트랜지스터로 제작된 3비트 디코더 회로와  

 유기 강유전체 메모리 어레이 사진.

a

c

b

d e

그림 7 ▶  (a) 잉크젯 인쇄를 이용하여 제작한 상보형 인버터의 단면도와 사진, (b) 잉크젯 인쇄로 제작한 p형 트랜지스터와 n형 트랜지스 

 터의 전달곡선, (c) 제작된 D-flip flop 유연 인쇄전자 회로, (d) 인쇄전자 회로의 입력신호와 측정된 출력 신호.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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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선구적인 연구와 유기물 반도체 소

재의 비약적인 발전에 힘입어 이후 유기물 반

도체 기반의 유연 전자회로 관련 연구는 많

은 진전이 있었다. 특히 동경대학교의 Takeo 

Someya 교수팀은 2003년부터 최근까지 지

속적으로 단분자 유기물 반도체에 기반한 전

자 피부를 개발하였다 (그림 4). 그들은  Pen-

tacene 또는 dinaphtho-thieno- thiophene 

(DNTT)와 같은 p형 유기 단분자 반도체 물질

을 활성층으로 하고 양극산화 처리된 알루미

늄 전극 위에 형성한 자기조립단분자층을 절

연층으로 하는 유기 박막트랜지스터를 고무기

반의 압력 센서와 함께 얇은 플라스틱 기판위

에 집적시켜 능동 구동형 압력센서 어레이를 

제작하였다. 이들은 초기에는 수백 μm 두께의 

PEN 기판을 사용하였으나. parylene을 이용한 

봉지기술 및 층간 절연기술을 점차 발전시켜 

수 μm 수준의 얇은 PEN 기판위에도 기존의 노

광기술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소자가 집적된 

유연 전자회로를 제조할 수 있었다 [3-5]. 

기존의 노광공정을 적용하여 플라스틱 기판

위에 단분자 유기 반도체를 기반으로 유연 전

자회로를 제조한 또 다른 사례로는 2011년 네

덜란드의 Holst Centre와 벨기에의 IMEC에서 

개발한 8 bit arithmetic and logic unit (ALU)가 

있다. 이들은 그림 5에서 보인 바와 같이, p형 

Pentacene 유기 반도체를 트랜지스터의 활성

층으로 하고 산화 알루미늄 하부 절연층과 상

부의 고분자 유기 절연체로 이루어진 이중 게

이트 구조의 유기 트랜지스터를 제작하여 트

랜지스터의 문턱전압을 안정적으로 제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안정적인 문턱전압 제어를 통

해 단극성 인버터임에도 비교적 넓은 범위의 

노이즈 마진을 확보하여 70 Hz의 동작 주파수

를 갖는 매우 느리지만 ‘의미’있는 복잡한 유연 

전자회로를 제조할 수 있었다 [6].

유기물 반도체 기반의 트랜지스터를 집적시

켜 플라스틱 기판 위에 유연 전자소자를 제작

하는 최근의 연구는 기존의 노광공정을 통해 

미세패턴을 형성하지 않고, 저비용으로 제작

이 가능한 첨단 인쇄 공정을 적용한 것을 특징

으로 하고 있다. 그림 6은 Palo Alto Research 

Center (PARC)에서 2012년에 소개한 강유전

성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의 어드레싱을 위한 

인쇄된 유기 트랜지스터 기반의 디코더를 보

여 주고 있다. PARC 연구자들은 PEN 기판 위

에 은 전극과 p형, n형 고분자 유기 반도체를 

잉크젯 프린터로 인쇄하여 상보성 트랜지스터

로 이루어진 인버터를 제작하였고, 인버터들

을 연결하여 함께 집적된 고분자 강유전성 비

그림 5 ▶  (a) 이중 게이트 구조의 단극성 유기 반도체 트랜지스터  

 구조도와 해당 소자의 전달 곡선, (b) 명령 생성 회로의  

 개략도, (c) 제작된 유기 트랜지스터 기반의 8 bit ALU의  

 사진, (d) 70 Hz로 동작하고 있는 산술 평균기로 생성한  

 7비트에 대한 10 진수 표현.

a

b

c

d

그림 6 ▶  (a) 단위 유기 고분자 기반 트랜지스터 소자의 단면도. (b) 인쇄된 유기 고분자 트랜지스터의 전달곡선. (c) 인쇄 유기 트랜지스터 

 와 비아 연결의 사진. (d) 디코더의 입력 신호와 측정된 출력신호 곡선. (e) 인쇄 유기 트랜지스터로 제작된 3비트 디코더 회로와  

 유기 강유전체 메모리 어레이 사진.

a

c

b

d e

그림 7 ▶  (a) 잉크젯 인쇄를 이용하여 제작한 상보형 인버터의 단면도와 사진, (b) 잉크젯 인쇄로 제작한 p형 트랜지스터와 n형 트랜지스 

 터의 전달곡선, (c) 제작된 D-flip flop 유연 인쇄전자 회로, (d) 인쇄전자 회로의 입력신호와 측정된 출력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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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성 메모리의 정보를 읽고 쓸 수 있는 디코

더를 만들 수 있었다 [7].

그림 7은 2016년에 야마가타대학교의 Shi-

zuo Tokito 교수팀이 발표한 인쇄된 유기 상보

성 인버터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D-Flipflop 유

연 전자회로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1 μm 두

께의 parylene 필름을 캐리어 글라스 위에 코

팅하고, 그 위에 잉크젯 프린터로 n형 유기 고

분자 반도체 잉크와 p형 유기 고분자 반도체 

잉크 그리고 은 나노 전도성 잉크를 각각 인쇄

하여 상보성 인버터를 제작하였다. 또한 제작

된 인버터를 조합하여 217.7 Hz의 주파수로 동

작하는 D-Flipflop 회로를 제작한 다음, 캐리어 

글라스로부터 parylene기판을 분리하여 유연 

전자회로를 완성하였다 [8].

2.2  무기물 반도체 기반 유연 전자소자 및  

 전자회로 제작

실리콘을 비롯한 무기물 반도체는 지난 수십 

년간 반도체 산업의 주요소재로 사용되어 오

늘날의 초고속 정보통신사회가 이뤄지는데 견

인차 역할을 해왔으며, 현재까지도 반도체 산

업의 주력 소재로 여러 소자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실리콘 및 이를 포함한 무기물 기반의 

반도체 소자 기술은 딱딱한 무기물 반도체 기

판에서 공정이 이뤄지며, 따라서 웨어러블 또

는 유연 전자회로의 부품소재로는 한계가 있

다. 특히, 무기물 기반의 반도체는 박막 증착, 

도핑 등의 제조 공정이 상대적으로 고온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열에 의해 변형되기 쉬운 유

연 기판 위에 직접 무기물 반도체 기반의 고

성능 전자회로를 구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

었다. 그러나 2004년 일리노이 대학교의 John 

Rogers 교수 그룹이 제안한 ‘Transfer Printing’ 

기술은 이러한 한계를 우회적으로 극복하여 

실리콘 등의 무기물 반도체 기반 고성능 유연 

전자소자의 제작을 가능하게 하였다 [9]. 이 방

법은 고온의 반도체 공정을 실리콘 기판 상에

서 완료한 다음, 만들어진 소자 부분이 있는 실

리콘 박막을 습식 식각공정을 통해 실리콘 기

판으로부터 뜯어내고 전사 방법을 통해 다시 

유연한 플라스틱 기판에 붙여 유연 전자회로

를 완성하는 방법이다. 

그림 8은 2008년에 John Rogers 교수 그룹

에서 Transfer Printing 방법으로 제작한 실리

콘 기반의 고성능 유연 전자회로 제작 방법과 

그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실리콘 

나노리본을 캐리어 기판 위에 부착된 PI 필

름 위에 형성하고, CMOS 회로를 완성한 다음, 

PI 필름을 캐리어 기판에서 분리시킨 후, 다

시 poly(dimethylsiloxane) (PDMS) 고무 안에 

전사시켜 유연/연성 전자회로를 완성하였다 

[10]. 또한, 이들은 Young’s modulus가 큰 실리

콘 또는 무기물 반도체를 wavy 형태로 가공하

는 방법으로 무기물 반도체 소재의 변형성을 

극대화 시켜, 단순히 플라스틱 기판 위에 소자

를 제작하였을 때보다 훨씬 높은 기계적 유연

성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굽힘과 접

힘뿐만 아니라 늘리고 줄일 수 있는 변형도 가

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무기물 반도체를 나노

리본 형태로 가공하고 이를 떼어내어 플라스

틱 또는 고무 기판에 전사하는 방법은 그 과정

이 매우 복잡하여 대량 생산에 한계가 있고, 다

층의 복잡한 전자회로를 구현하는 데에는 많

은 제약이 따르는 한계도 존재한다. 

한편, 산화물 기반의 무기물 반도체는 전통

적인 실리콘과 화합물 반도체 소재 대비 상대

적으로 낮은 온도에서도 소성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산화물 기반 반도체 소재

의 적절한 개선 또는 새로운 박막 공정의 도입 

등을 통해 산화물 반도체 박막을 플라스틱 기

판 위에 직접 형성하고 이를 유연 전자소자의 

활성층으로 사용하여 유연 전자회로를 제작하

는 방법도 제안되고 있다. 그림 9는 저온 공정 

산화물 반도체에 기반한 유연 전자회로 제조

의 일례로, 2012년 전자부품연구원과 중앙대

학교 연구팀이  광화학 반응을 이용하여 산화

물 반도체를 저온에서 형성하고, 이를 이용해 

산화물 박막 트랜지스터와 링-오실레이터 회

로를 플라스틱 기판 위에 제작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11]. 이 연구는 산화물반도체가 박

막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열이 아닌 

빛으로 공급하여, 반도체 제조 공정 온도를 획

기적으로 내릴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이제까지 언급한 실리콘, 화합물 반도체, 그

리고 산화물 반도체 이외에도 최근에는 2차

원 전이금속 칼코겐 화합물(transition metal 

dichalcogenides, TMDC)을 반도체 활성층으로 

하는 유연 전자소자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2차원 TMDC 물

질을 반도체 층으로 하는 유연 전자소자 제작 

기술은 대면적 2차원 TMDC 박막을 안정적으

로 성장시키는 공정이 아직 확립되지 않아 유

연 전자회로의 제작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림 8 ▶  (a) 실리콘 나노 리본을 가공하여 초박막 CMOS 회로를  

 제작하는 공정 과정, (b) 캐리어 기판위에 제작된 소자  

 사진, (c) 제작된 PI기판 위의 소자를 캐리어 기판으로부 

 터 박리한 다음 얇은 봉 위에 전사한 사진, (d) PI기판위 

 의 소자를 다시 PDMS 고무 기판에 전사시킨 후의 사진. 

a b

c

d

그림 9 ▶  (a) 광화학반응을 통해 In-Ga-Zn-O 사원계 산화물 반도 

 체가 저온에서 형성되는 과정, (b) 광화학 반응응 이용한  

 저온 공정 산화물 반도체 기반 트랜지스터 소자와 이를  

 조합하여 제작된 링오실레이터 전자회로 사진.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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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성 메모리의 정보를 읽고 쓸 수 있는 디코

더를 만들 수 있었다 [7].

그림 7은 2016년에 야마가타대학교의 Shi-

zuo Tokito 교수팀이 발표한 인쇄된 유기 상보

성 인버터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D-Flipflop 유

연 전자회로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1 μm 두

께의 parylene 필름을 캐리어 글라스 위에 코

팅하고, 그 위에 잉크젯 프린터로 n형 유기 고

분자 반도체 잉크와 p형 유기 고분자 반도체 

잉크 그리고 은 나노 전도성 잉크를 각각 인쇄

하여 상보성 인버터를 제작하였다. 또한 제작

된 인버터를 조합하여 217.7 Hz의 주파수로 동

작하는 D-Flipflop 회로를 제작한 다음, 캐리어 

글라스로부터 parylene기판을 분리하여 유연 

전자회로를 완성하였다 [8].

2.2  무기물 반도체 기반 유연 전자소자 및  

 전자회로 제작

실리콘을 비롯한 무기물 반도체는 지난 수십 

년간 반도체 산업의 주요소재로 사용되어 오

늘날의 초고속 정보통신사회가 이뤄지는데 견

인차 역할을 해왔으며, 현재까지도 반도체 산

업의 주력 소재로 여러 소자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실리콘 및 이를 포함한 무기물 기반의 

반도체 소자 기술은 딱딱한 무기물 반도체 기

판에서 공정이 이뤄지며, 따라서 웨어러블 또

는 유연 전자회로의 부품소재로는 한계가 있

다. 특히, 무기물 기반의 반도체는 박막 증착, 

도핑 등의 제조 공정이 상대적으로 고온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열에 의해 변형되기 쉬운 유

연 기판 위에 직접 무기물 반도체 기반의 고

성능 전자회로를 구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

었다. 그러나 2004년 일리노이 대학교의 John 

Rogers 교수 그룹이 제안한 ‘Transfer Printing’ 

기술은 이러한 한계를 우회적으로 극복하여 

실리콘 등의 무기물 반도체 기반 고성능 유연 

전자소자의 제작을 가능하게 하였다 [9]. 이 방

법은 고온의 반도체 공정을 실리콘 기판 상에

서 완료한 다음, 만들어진 소자 부분이 있는 실

리콘 박막을 습식 식각공정을 통해 실리콘 기

판으로부터 뜯어내고 전사 방법을 통해 다시 

유연한 플라스틱 기판에 붙여 유연 전자회로

를 완성하는 방법이다. 

그림 8은 2008년에 John Rogers 교수 그룹

에서 Transfer Printing 방법으로 제작한 실리

콘 기반의 고성능 유연 전자회로 제작 방법과 

그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실리콘 

나노리본을 캐리어 기판 위에 부착된 PI 필

름 위에 형성하고, CMOS 회로를 완성한 다음, 

PI 필름을 캐리어 기판에서 분리시킨 후, 다

시 poly(dimethylsiloxane) (PDMS) 고무 안에 

전사시켜 유연/연성 전자회로를 완성하였다 

[10]. 또한, 이들은 Young’s modulus가 큰 실리

콘 또는 무기물 반도체를 wavy 형태로 가공하

는 방법으로 무기물 반도체 소재의 변형성을 

극대화 시켜, 단순히 플라스틱 기판 위에 소자

를 제작하였을 때보다 훨씬 높은 기계적 유연

성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굽힘과 접

힘뿐만 아니라 늘리고 줄일 수 있는 변형도 가

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무기물 반도체를 나노

리본 형태로 가공하고 이를 떼어내어 플라스

틱 또는 고무 기판에 전사하는 방법은 그 과정

이 매우 복잡하여 대량 생산에 한계가 있고, 다

층의 복잡한 전자회로를 구현하는 데에는 많

은 제약이 따르는 한계도 존재한다. 

한편, 산화물 기반의 무기물 반도체는 전통

적인 실리콘과 화합물 반도체 소재 대비 상대

적으로 낮은 온도에서도 소성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산화물 기반 반도체 소재

의 적절한 개선 또는 새로운 박막 공정의 도입 

등을 통해 산화물 반도체 박막을 플라스틱 기

판 위에 직접 형성하고 이를 유연 전자소자의 

활성층으로 사용하여 유연 전자회로를 제작하

는 방법도 제안되고 있다. 그림 9는 저온 공정 

산화물 반도체에 기반한 유연 전자회로 제조

의 일례로, 2012년 전자부품연구원과 중앙대

학교 연구팀이  광화학 반응을 이용하여 산화

물 반도체를 저온에서 형성하고, 이를 이용해 

산화물 박막 트랜지스터와 링-오실레이터 회

로를 플라스틱 기판 위에 제작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11]. 이 연구는 산화물반도체가 박

막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열이 아닌 

빛으로 공급하여, 반도체 제조 공정 온도를 획

기적으로 내릴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이제까지 언급한 실리콘, 화합물 반도체, 그

리고 산화물 반도체 이외에도 최근에는 2차

원 전이금속 칼코겐 화합물(transition metal 

dichalcogenides, TMDC)을 반도체 활성층으로 

하는 유연 전자소자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2차원 TMDC 물

질을 반도체 층으로 하는 유연 전자소자 제작 

기술은 대면적 2차원 TMDC 박막을 안정적으

로 성장시키는 공정이 아직 확립되지 않아 유

연 전자회로의 제작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림 8 ▶  (a) 실리콘 나노 리본을 가공하여 초박막 CMOS 회로를  

 제작하는 공정 과정, (b) 캐리어 기판위에 제작된 소자  

 사진, (c) 제작된 PI기판 위의 소자를 캐리어 기판으로부 

 터 박리한 다음 얇은 봉 위에 전사한 사진, (d) PI기판위 

 의 소자를 다시 PDMS 고무 기판에 전사시킨 후의 사진. 

a b

c

d

그림 9 ▶  (a) 광화학반응을 통해 In-Ga-Zn-O 사원계 산화물 반도 

 체가 저온에서 형성되는 과정, (b) 광화학 반응응 이용한  

 저온 공정 산화물 반도체 기반 트랜지스터 소자와 이를  

 조합하여 제작된 링오실레이터 전자회로 사진.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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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섬유/직물 형태의  

유연전자회로 제작

3.1 전도성 섬유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진정한 의미의 

‘입는(웨어러블)’ 전자기기를 구현하기 위해서

는 섬유나 직물 상에 각종 전자/에너지 소자를 

내장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신호 전달 및 에너지 공급을 목적으로 한 

전도성 섬유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

나, 전통적 의미의 섬유는 부도체이기 때문에 

섬유 및 직물 등 위 유연 전자회로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섬유 자체의 고유 물성을 유지하면

서도 높은 전기 전도도를 구현할 수 있는 소재 

및 제조공정 기술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범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전도성 섬유

는 100 μm 이하 두께의 금속선을 인발 공정을 

통해 제조한 후 일반 섬유로 피복하거나 함께 

꼬아 만든 금속 섬유와 일반 섬유의 표면에 도

전성 금속 피막을 형성시킨 금속 코팅 섬유로 

나뉜다. 하지만 금속 기반 섬유는 전기 전도도

는 높은 장점이 있지만 섬유 고유의 심미적, 유

연성 등을 구현하기 어렵다. 또한, 사람 피부와 

직접 접촉해야 하고, 땀과 여러번의 세탁에도 

견뎌야 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사용 환경

에 적합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최근에는 탄소나노튜브와 같은 나노카본 소

재를 활용해 전도성 섬유를 제조하기 위한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1차원 혹

은 2차원 나노소재는 높은 전기 전도도는 물론

이고 섬유와 비슷한 신도와 높은 인장강도를 

가지고 있다. 그림 10과 같이 나노카본 기반 

섬유는 일반적으로 화학적기상증착법(CVD)

을 통해 다량 합성된 CNT forest를 yarn 형태로 

뽑아내는 건식방법이나 CNT나 그래핀 기반 

잉크나 페이스트를 통해 만들어진 도프(dope)

를 응고시켜 만드는 습식 방법으로 나뉜다. 건

식 방법과 비교해 습식 방법의 경우 기존 섬

유의 방사 공법을 활용함으로써 생산성이 높

은 전자섬유를 제조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

다. Rice 대학의 완벽히 구조 제어된 순수 CNT  

섬유의 경우 3,000 S/cm 이상의 높은 전기전도

도 값을 보여주며, 국내 한국전기연구원을 통

해 주도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CNT 복합 섬유

의 경우 1~1,000 S/cm 정도의 제어 가능한 전

기전도도 값을 확보할 수 있다 [12]. 따라서 배

선전극은 물론 센서나 에너지 소자, 전자회로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 적합한 최적의 전기 전

도도 특성을 갖는 전자 섬유를 활용해 다양한 

섬유/직물 기반의 제품을 개발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다.

3.2 섬유/직물형 유연전자회로

최근 IT와 섬유 기술이 융합되면서 금속 수

준의 높은 전기 전도도와 섬유의 유연성을 동

시에 가질 수 있는 전자 섬유 들이 개발되고 있

으며, 이러한 섬유를 활용해 트랜지스터 및 집

적회로 등의 구현도 가능해 지고 있다. 전자섬

유 기반의 트랜지스터의 개발은 미국과 유럽

을 중심으로 섬유 트랜지스터 및 집적회로 개

발이 시도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초기 연구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기능성 섬유

의 단순 연결을 통한 단위 트랜지스터 소자를 

제조하는 연구는 학계에서 주로 논문을 통해 

보고되고 있으며, 유기물 반도체와 탄소나노

튜브를 활용해 트랜지스터 이동도 0.01 ~ 0.5 

cm2/Vs, 전류 점멸비 ~1,000 정도의 소자 성능

을 보고하고 있다.

섬유 구조 트랜지스터의 경우 기존의 2차원 

평면 구조를 1차원의 구조로 바꾸어야 하기 때

문에, 전통적인 트랜지스터와는 다른 방법으

로 전극 및 게이트 절연층 형성과 반도체 패터

닝을 할 수 있는 어려운 제조 공정이 개발되어

야 한다. 따라서 제조 공정상의 용이함과 낮은 

구동전압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전해질 게이트

나 전기화학 구동 방식의 섬유 트랜지스터가 

주로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전해질 기반의 섬

유 트랜지스터 소자는 이동도 및 스위칭 속도

가 매우 느린 단점이 있다. 이에 반해 기존 FET 

구조의 섬유 트랜지스터는 고유전율 게이트 

절연층 형성과 전극 패턴 공정 상의 어려움은 

있으나 최대 1.4 cm2/Vs 정도의 높은 이동도와 

e-textile 시스템에 적합한 전기적 특성을 구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섬유 트랜지스터에 대한 초기 연구로, 2003

년 미국의 UC 버클리 대학교에서는 일반적인 

반도체 공정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편조 과정

을 통해 섬유에 직접 유연 트랜지스터를 제작

해 20V 구동 전압에서 이동도 0.01 cm2/Vs를 달

성한 바 있다. 이 결과로 기존 원단제작 공정을 

유연전자소자를 제작하는데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의복에 집적된 능동소자나 마이크로프로

세서를 구현하는 것이 가능함을 시사하였다. 

보다 최근에는 fiber-embedded 트랜지스터 

및 유연전자 시스템에 대한 연구로서, 기초 소

재/코팅 기술 및 flexible/foldable 전자소자 기

술을 바탕으로  섬유에 직접 TFT 및 집적회로

를 제작하는 연구가 보고 되었다. 2007년 스웨

덴 Linkoping 대학교의 Inganas 교수 연구팀은 

능동형 전자 섬유 기반 FET 및 이의 집적화 기

술을 발표 하였고(그림 11), 미국 UC 버클리 대

학교의 Subrimarian 교수 연구팀은 섬유 소자

를 기반으로 한 유기 fiber-TFT를 제작하여 0.1 

cm2/Vs 이상의 이동도를 보고하고 있다. 

현재 섬유/직물 일체형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그림 10 ▶  (a) CVD를 통해 다량 합성된 CNT forest를 이용해  

 CNT yarn을 제조하는 방법, (b) CNT 도프 제조를 통한  

 습식 방사를 통한 나노카본 기반 전도성 섬유 기술.

a

b

Yarning from CNT forest

CNT Fiber Wet Spi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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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Subrimarian 교수 연구팀은 섬유 소자

를 기반으로 한 유기 fiber-TFT를 제작하여 0.1 

cm2/Vs 이상의 이동도를 보고하고 있다. 

현재 섬유/직물 일체형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그림 10 ▶  (a) CVD를 통해 다량 합성된 CNT forest를 이용해  

 CNT yarn을 제조하는 방법, (b) CNT 도프 제조를 통한  

 습식 방사를 통한 나노카본 기반 전도성 섬유 기술.

a

b

Yarning from CNT forest

CNT Fiber Wet Spi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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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가능한 유연전자회로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 초기 

연구개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여전히 1

차원 섬유 구조에 적합한 소자 구조, 낮은 동작 

전압과 빠른 스위칭 속도, 고성능 반도체 소재 

및 패턴 형성기술 개발, 고해상도 전극 형성 및 

고유연율 절연체 형성 기술 등에 대한 연구개

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향후 이

러한 숙제들은 점차 해결되어 갈 것으로 예상

되며, 이를 통해 섬유/직물 일체형 마이크로프

로세서 구현도 가능할 것이다.  

4. 맺음말

본고에서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및 사물 인

터넷 등 차세대 ICT 기술에 필요한 유연전자회

로 기술에 대해 기술하였다. 4차 산업혁명 시

대에는 사람-사물-컴퓨터가 상호 연결되고, 지

식과 정보의 공유는 물론, 스스로 생각하고 지

능을 키워가는 인공지능과 자율 주행, 스마트 

팩토리 등의 등장으로 지금보다 더욱 더 빠르

게 변화하는 세상이 펼쳐질 전망이다. 유연 전

자회로 제조 기술은 이러한 미래의 4차 산업혁

명 시대의 근간으로,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주

고 받을 수 있는 사물 인터넷과 ICT 기기 구현

을 위해 필요한 핵심 기술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연 인쇄전자는 먼저 유연한 플라

스틱 기판 위에 제조되기 시작하여 점차 e-skin

과 같이 민감하고 신축성 있는 기판 그리고,  e-

textile 등과 같이 편직물 상에 다양한 전기적, 

광전기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트랜지스터 

및 전자회로의 제조 기술 개발을 통해 더욱 개

발되고 발전하여 응용 가능성을 확장할 것이

다. 또한, 전자섬유 기술은 현재 전자 기기를 

옷에 부착하는 수동형 단계를 벗어나 섬유 자

체가 신호를 처리하고 연산을 수행하는 등의 

능동형 소재부품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

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이 지속적으로 가능하

기 위해서는 헬스케어, 산업 안전, 엔터테인먼

트 등 다양한 응용 분야 별로 세분화된 연구개

발 체계를 구축하고, 목표 제품 및 서비스에 합

당한 기능과 성능을 갖는 유연 전자회로가 개

발되도록 꾸준한 노력을 경주해야한다. 

그림 11 ▶  직물형 유기 전자회로 구현을 위해 개발된 (a) 섬유 기 

 반 전기화학트랜지스터 소자, 이를 활용한 (b) 인버터  

 및 (c) Multiplexer (MUX) 회로.  

a

d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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