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공

이야기 
Vacuum Magazine

 www.kvs.or.kr

제6권 제3호  ISSN 2288-971X

2019 09 September

특집  나노기술의 응용

Nanoparticles
Nanoflower

Graphene oxide Carbon nanotube

Hydrogel

Metal-nanoparticle

Star

Sphere

Cube

Rod

Hydrophilic/hydrophobic

Functional groups:
-COOH, -SH, -NH2

Aptamer, Peptide, Antibody
1 nm 100 nm

Core-Shell

-/+
-/+

-/+Surface charge

Ambient Mass Spectrometry Imaging System

1

Ambient Mass Spectrometry Imaging System

1

Ambient Mass Spectrometry Imaging System

1

Ambient Mass Spectrometry Imaging System

1





본 한국진공학회 홍보잡지 <진공 이야기>에 게재된 기고문은 저자(또는 저자들)의 개인적 견해로서 학회의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차

진공 이야기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박용섭  [편집부위원장] 채희엽  [편집위원] 주장헌, 고중희, 김재홍, 나동현, 유영준, 송영재, 장영준, 장원석, 허철, 강태준, 

박태정, 김한기, 김태완, 김기강, 박종성, 김수민, 최현태, 김문일, 권오석, 김주형  [편집담당] 박현주

표지 설명 Cover Story

그림(위) :  나노물질은 크기, 형태, 치수에 따라 물리적, 자기적, 열적, 전기적 전도성과 같은 다양한 특

성을 나타낸다. 특히, 바이오리셉터와 결합해 광학, 전기 및 투시적 특성 등을 가지는 나노재

료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분석방법에 적용되고 있다.

그림(아래) :  대기압에서 살아있는 생체조직으로 부터 금 나노 입자와 근적외선 레이저를 이용하여 생

체 분자를 탈착시키고 대기압 플라즈마로 이온화시킨 후 진공 환경으로 이동시켜 질량분

석을 하는 대기압 질량분석 이미징 장비

진공

이야기 
Vacuum Magazine

 www.kvs.or.kr

제6권 제3호  ISSN 2288-971X

2019 09 September

특집  나노기술의 응용

Nanoparticles
Nanoflower

Graphene oxide Carbon nanotube

Hydrogel

Metal-nanoparticle

Star

Sphere

Cube

Rod

Hydrophilic/hydrophobic

Functional groups:
-COOH, -SH, -NH2

Aptamer, Peptide, Antibody
1 nm 100 nm

Core-Shell

-/+
-/+

-/+Surface charge

Ambient Mass Spectrometry Imaging System

1

Ambient Mass Spectrometry Imaging System

1

Ambient Mass Spectrometry Imaging System

1

Ambient Mass Spectrometry Imaging System

1

Vacuus Field  2 진공과 플라즈마 재료와의 여정 한전건

특집 Special lssue

나노기술의 응용

 6 나노-바이오기술 기반의 바이오인터페이스 센서 산업 동향  

 백승훈, 김민우, 박찬영, 노지혁, 박태정

 11 은 나노 와이어 네트워크의 투명전극 응용기술 김주형, 김다슬

진공기술과 첨단과학

 16 고체-액체 계면현상 기반의 유체운동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의 개발 및 응용 

 김연상, 윤선근, 김호정, 이원형, 한정협, 조용현

 21 초고진공 표면분석 기술을 이용한 대기압 용액속의 나노 물질과 세포 분석 

 문대원

진공표면분석의 

현재와 미래

 27 2차원 나노물질 이종 접합 헤테로 구조체의 합성과 응용 

 안종국, 안채현, 임현섭

Vacuum Square

 32 연구실·기업체 탐방 | (주)참그래핀 김용기

 36 확대경 | 나노기술정책 현황 및 전망 송재용

 40 융합카페 | 야구의 매력 권영균

 45 회원기고 | 색연필 과학만화 김석현

 50 지식재산 이야기 | 수수료 추장희

Nanoparticles
Nanoflower

Graphene oxide Carbon nanotube

Hydrogel

Metal-nanoparticle

Star

Sphere

Cube

Rod

Hydrophilic/hydrophobic

Functional groups:
-COOH, -SH, -NH2

Aptamer, Peptide, Antibody
1 nm 100 nm

Core-Shell

-/+
-/+

-/+Surface charge
진공 이야기 Vacuum Magazine
2019년 9월 제6권 제3호



Vacuus Field

진공 이야기  Vacuum Magazine │2019 9 September2

진공과 플라즈마 재료와의 여정

진공이란 무엇인가 ?

진공은 Lantin의 원어로 “vacuus”, 비어있는 공간의 

의미로 물리학이나 재료학의 관점에서는 어떻한 입자도 

존재하지 않는 공간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지구상에서는 

이와 같은 완벽한 진공은 불가능하며 무한한 도전의 영역

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진공에 관한 이론 및 지식들은 많

은 자료들에서 충분히 학습할 수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논

하지 않기로 한다. 그러나 우리가 활용하는 실질적인 진

공은 이론적인 완전한 진공 상태가 아니라 다양한 입자들

이 존재하는 진공상태로 모든 물질 공정들을 하는 것으

로, 본고에서는 나의 약 30여년간 진공과 플라즈마를 이

용한 재료개발의 경험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진공기술의 

흐름을 회고해 보고자 한다.

진공과의 만남

1980년대 초 미국 GerogiaTech에서 박사학위 연구를 

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연구주제는 

그 당시 차세대 항공재료로 활발히 개발 중이던 Ti 합

금의 피로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표면구조 제어연구로 

다양한 원소들을 ion implantation(이온주입)하여 표면

조성 및 조직변화를 통한 피로수명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모든게 생소하고 무지햇던 나로서는 

이온주입에 대한 학습을 시작하게 되고, 이온을 생성하는 

이온소스, 이온주입 공정 및 이온주입에 따른 재료표면의 

조직변화 등을 학습 및 연구하면서 진공, 플라즈마, 재료

의 표면구조 등에 대해 인지를 하게되었다. 질소, 보론(B) 

등 여러 이온들을 고에너지로 이온 주입 후 AES 표면분

석과 투과전자현미경을 통해 재료표면의 조성 및 조직변

화를 연구하면서 동일한 이온 주입조건에서도 산소와 탄

소가 상당량 표면에 함유되어 일정한 데이터를 얻는데 많

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 당시에는 진공에 대한 이해 부

족으로 단지 이온주입 한 이온들 및 주입량 등 이온주입 

조건에 따른 해석으로 연구결과들을 해석하여 논문을 작

성 학위를 마치게 되었다. 그러한 산소 및 탄소의 불순물 

영향들은 시편들을 연마하여 다른 연구소의 이온주입연

구실에 의뢰하면 다른 시험들이나 장비고장들로 인해 경

우에 따라서는 장기간 실험실 시편보관함에 방치한 후 이

온주입하므로서 산화력이 강한 Ti합금에 산소 및 수분들

이 흡착하여 이온주입시 고진공상태로 배기하더라도 흡

착된 산소나 수분이 이온주입시 발생하는 온도상승 및 혼

합효과에 의해 산화물이나 탄화물 등이 합성되어 동일 이

온주입 조건에서도 변화하였음을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 

진공의 중요성과 함께 깨닫게 된 것이다. 우리 연구실의 

일예로 진공하에 박막공정 실험시에 일기 변화에 따른 실

험실 온습도 제어 및 시편주입 후 진공배기 후 1시간 또

는 하루종일 지난 후 실험했을 때 진공배기 시간에 따른 

진공과 플라즈마 재료와의 여정

한전건    

<저자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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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센터 소장 역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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챔버내 흡착된 수분 및 재료 표면으로 부터의 흡착가스들

의 out gassing차이로 인해 경우에 따라 상당히 다른 특

성들이 나타나는 경험들로부터 현재에도 진공을 이용한 

재료연구를 하는 모든 연구자들 특히 학생들에게 진공의 

이해는 물론 재료와 진공의 관계에 대해 기초적인 학습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싶다.  

진공과 플라즈마 재료개발

1987년 귀국 후 성균관대학교 당시 금속공학과(현 신

소재공학부)에 부임한 후 미래의 내 연구에 대해 고민하

면서 Georgia Tech에서 학위연구 중 그 당시 동일한 연

구실의 친구가 미국에서 새로이 시작하던 ion plating연

구를 보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중 우리나라 

진공학회의 출범 및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하신 화학과의 

이순보 교수와 물리과의 박종윤 교수를 만남을 통해 고진

공하에서의 표면화학과 진공물리학에 대해 많은 이야기

를 나누게 되며 진공에 대한 많은 새로운 학습과 진공에 

대한 중요성을 공유하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국내 최

초로 성균관대학 내에 진공기술연구소를 설립과 동시에 

대학원과정으로 진공기술에 대한 교육을 하게 되었다. 

 진공과 함께 나와의 본격적인 인생은 ion plating 연구

를 시작하기 위해 진공장비를 제작하면서 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함께하게 되었다. 1980년대 말까지도 국내에는 

진공에 대한 이해를 하고 진공장비를 제대로 제작하는 회

사들이 없는 환경에서, 특히 국가 연구 프로젝트도 거의 

없던 시절에 개인적으로 연구실에 진공장비를 제작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으며 제작 과정에 많은 에피소드 

들이 있었다. 참고로 1983년 삼성의 미래 신산업으로 반

도체산업을 선포하고 세계에서 불가능이란 질타를 받으

며 시작하여 불타는 노력으로 D램 생산을 성공적으로 진

행하게 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새로운 관련 산업으로 단순

한 증착 등을 하는 진공장비를 제작하려는 회사들이 생겨

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반도체 사업을 시작한 

삼성전자는 모든 장비 및 공정을 100% 해외에 의존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진공에 대한 기초역량을 가지고 진

공장비를 제작하는 회사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동시에 진공관련 부품들도 거의 없던 시절에 미력한 연구

비를 모아 진공장비 업체와 진공장비를 제작하면서 현재

에 생각하면 다소 웃음거리 같은 이야기이지만 그 당시에 

국내 진공장비 기술은 용접을 잘하여 조립하면 되는 기술

수준이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그 결과 첫 번째 제

작된 진공장비는 일종의 용접 누더기와 같은 수준이었으

며, 수 없는 Leaking 문제로 진공하에 플라즈마를 이용

한 재료공정을 시작하는 데는 약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

되었다. 그 결과 나로서는 재료개발에 치중하였던 관계로 

진공기초 및 실무를 본격적으로 학습하고 진공장비 제작

에 대한 이해를 하게된 좋은 계기가 된 것 같다. 그 핵심

으로 우선 진공용접은 용접부위 처음부터  최종용접 부위

까지 해야하며, 진공 배기이론 및 진공펌프 용량에 따른 

배기구들의 설계, 오링 홈의 설계 및 가공법 등 전체적인 

진공시스템 및 공정에 대한 이해를 하여 진공장비 제작사

에 교육하며 새로운 챔버를 제작하게 되었다.  동시에 진

공장비에 사용되는 재료의 out gassing으로 인한 문제점

을 포함한 진공재료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하게 됨으로 이

후 진공하에 플라즈마를 이용한 박막공정 및 표면처리 연

구에 핵심적인 기초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표면과학이나 진공물리를 전공하는 분들에게는 

다소 우스운 이야기 일수도 있지만, 현재 재료나 기타 분

야에서 진공을 이용하는 연구실에서는 필히 진공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재삼 강조하고 싶다.

 기반이 취약하던 진공기술 및 플라즈마 기술의 급진적

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 계기는 1980년대 국가 산업의 급

속한 발전과 더불어 국가 미래산업 및 산업체들의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정책으로 1988년 산업자원

부 사업으로 “국가 공업기술기반사업”(현 통상산업부 지

원 산업기술기반사업) 프로젝트가 시작되어 국가 최초

로 다년간 수억원 이상의 연구비(당시 대학 연구비 수준 

2~3천만원 규모)를 지원하는 사업이 시행되면서 국내

에서 진공을 이용한 대형 진공장비 및 플라즈마 코팅 기

술개발이 시작되는 급격한 전환이 시작되게 되었다. 본 

사업을 통해 당시 서울대학의 황기웅교수가 중심이 되

어 HCD(Hollow Cathode Discharge)를 이용한 진공코

팅 장비 및 코팅기술이 시작되고, 작고하신 정기형교수님

을 중심으로 한 Arc Ion Plating 기술 2개 사업이 시작

되어 플라즈마를 이용한 코팅장비 및 코팅기술이 시작되

므로써 국내 진공 플라즈마 코팅장비, 플라즈마 소스 및 

공정 기술개발의 효시가 되었다.  당시에 나는 지인의 소

개로 정기형교수님과의 인연을 맺으며 아크 이온플레이

팅을 이용한 TIN 등 공구코팅의 재료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계기를 가지게 되며 지속적으로 진공 플라즈마

를 이용한 다양한 박막개발 연구 및 교육을 하면서 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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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함께 한평생을 보내게 되었으며, 당시 30대 후반의 젊

은 나이에 정기형교수님으로부터 대형 진공기반 사업들

에 대한 개념 및 미래 비전에 대한 많은 교육을 받으며, 

국가 발전을 위한 사업개발에도 기여하게 되었다. 그 일

화로 정기형교수님 연구실을 처음 방문하면서 어려운 환

경속에서 정교수님께서 대학원생들과 수년에 걸처 제작

한 SNUT‘79라는 TOKAMAC 핵융합연구를 위한 도넛츠 

형태의 당시로서는 상당히 대형의 진공쳄버를 보면서 많

은 감명을 받았고, 이러한 지속적인 인력양성 및 지속적

인 노력들을 토대로 국가 핵융합 사업 추진을 위해 본인

도 참여하여 핵융합에서 재료의 중요성을 학습하게된 핵

융합사업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수년간 노력한 결과로 

1995년 국가 핵융합연구개발 기본계획이 국가사업으로 

시행되면서 초전도를 이용한 국내 최초 초대형 진공장비

인 KSTAR사업이 시작되고 및 국제핵융합공동개발사업

인 ITER(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사업에 한국이 핵심멤버가 되어 참여하게 되므

로써 한국에서 초대형 진공장비를 제작하는 기술 선진국

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핵융합 사업 이전에 한국에서 시

작된 대형 진공사업의 시작은 1988년 포항제철소의 박태

준 회장의 지원으로 미래 첨단과학기술을 위한 대형 사업

으로 포항가속기연구소를 설립하여 전자빔가속기 건설이 

시작되면서 우리나라에 초고진공 대형장비 제작, 정밀전

자석 설계 제작기술, 대형 장비 제어기술 등 관련 기술들

을 개발하고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특히 가속기 기술

은 우리나라의 나노, 바이오, 전자 등 다양한 분야의 기초

과학 연구 및 재료개발은 물론 국가과학기술 역량을 국제

적인 수준으로 도약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게되었다. 

1990년대 이후 국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산업의 급속

한 발전과 더불어 경제성장으로 국가 자본재 산업 국제경

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들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산업

계에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계산업 등을 위한 다양

한 진공 및 플라즈마 장비들의 국산화 개발들이 급속히 

발전 성장하는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그러나 산업계에서

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대부분의 산업용 진공기반 장

비들은 2000년 이후에도 상당기간 수입에 의존하면서 국

내의 진공관련 부품소재를 포함한 자본재 기술은 수입의

존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시기에 진공플라

즈마를 이용한 박막 및 표면처리 연구를 지속하면서 미력

한 환경이었지만 연구실 학생들에게 세계적인 무대에서

의 학습 및 자신감 부여를 위해 국제학회에 발표를 위해 

미국 샌디에고에서 매년 개최되는 플라즈마 코팅분야에

서 대표적인 학회인 ICMCTF(International Conference 

on Metallurgical Coatings and Thin Film) 학회에 

1995년 연구실 최초로 발표하게 되었다. 현재는 국제학

술대회 참석 및 발표가 보편화 되었지만 그 당시에 우리

나라 대학연구 환경에서는 매우 희소한 경우였기에 학

생들에게 상당한 자신감과 동기부여를 준 것으로 기억

된다. 이렇한 국제무대로의 진출이 계기가 되어 1996년 

봄 ICMCTF학회에서 당시에 독일에서 유럽국가들과 플

라즈마 및 이온기술 협회를 조직하시고 유럽최초로 관

련분야 유럽공동프로젝트를 기획 선도하고 계시던 독일 

Braunschweig 대학의 이경종교수와의 만남을 통해 나의 

국제무대로의 진출의 계기가 시작되게 되었다.  1996년 

가을 이경종교수 표면기술연구소를 방문하여 유럽에서의 

진공플라즈마 및 이온표면기술의 현황 및 산업발전 상황

에 대해 설명을 듣고 국내와는 차원이 다른 연구의 깊이 

및 산업기술 수준에 상당한 충격 및 감명과 더불어 새로

운 차원의 연구영역에 눈을 뜨게 된 동기가 되었으며, 동

시에 나에게는 예상치 못한 새로운 임무가 될 협조 요청

을 받게 되었다.  유럽에서 이경종교수께서 플라즈마 및 

이온플라즈마협회 창시와 더불어 시작하여 2년마다 짝수

해에 개최하던 PSE국제학회(International Conference 

on Plasma Surface Engineering)를 아시아를 중심축

으로 하는 플라즈마학회를 한국에서 최초로 개최함과 동

시에 영구적으로 발전시키는데 협조 요청을 받게 되었

다. 그리고 제1차 학회를 바로 다음해인 1997년에 개최하

는 제안을 받고서, 당시 내 나이 40대 초반으로 국내에서

는 국제학회 개최가 상당히 미미하던 상황에서 매우 어

려운 요청이었다.  이를 위해 이경종교수 및 유럽 위원회

의 적극적인 지원과 국내에서는 정기형교수님을 중심으

로 한 플라즈마 관련 연구자들, 그리고 당시 산업자원부

와 선진기술 도입을 통한 국가 산업발전의 중요성을 설

득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아 일본과 중국의 협조

를 통해 1997년 9월 제1회 AEPSE(Asian-Europea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lasma Surface 

Enginering) 학회가 서울에서 개최되고, 2년 마다 일본, 

중국에서 순환하며 개최 되었으며, 2015년부터 학회 창

립초기에 이경종교수께서 목표햇던 한국에서의 영구개최

로 확정되어 약 20년 이상의 역사와 더불어 아시아를 중

심으로 하는 플라즈마 응용 재료기술 분야의 국제적인 

학회로 발전하게 되었다.  또한 아시아 국가별로 대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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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학자들을 중심으로 아시아 중심의 AJC-APSE(Asian 

Joint Committee for Applied Plasma and Surface 

Enginnering)위원회를 2000년부터 공식적으로 조직하

여 현재 AEPSE 학회 및 매년 아시아 국가들에서 워크숍 

개최 등을 본 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다.  이러한 유럽과의 

학회 개최 및 교류를 계기로 진공 및 플라즈마 분야의 산

업발전을 위해 독일과의 기술협력사업을 공동으로 추진

하여 약 3년여의 노력을 통해 2000년 한-독 진공 및 플

라즈마 기술협력사업이 국가 최초 국제공동사업으로 산

업자원부 주관으로 착수되게 되엇다. 독일과 한국 양국에

서 5년간 140억원씩 지원하여 총 280억원의 연구비 규모

로 양국의 산업체와 연구기관이 2+2형태로 공동기술개

발 하는 사업으로 이 당시에 본 사업을 위해 본격적으로 

조직된 한독산업협력위원회가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운영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본 사업 시작을 위한 연구환

경과 문화가 상당히 다른 국가와 특히 선진국이 매칭으로 

투자하는 국제공동기술개발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경험한 

많은 고난과 에피소드는 차후에 기회가 있으면 하고저 한

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유럽의 세계적인 저명학자들과 

넷트웍을 구축하고 선진기술을 학습함과 동시에 현재까

지 지속적으로 국제적인 넷트웍을 발전하게 된 내 인생에

서의 유익한 계기가 되었다. 

90년대 부터 이러한 산업발전을 위한 집중적인 기술

개발 지원과 더불어 국가차원에서 과학기술역량 및 인

재양성의 국제적인 역량강화를 위한 당시로서는 9년간 

장기 대형 과학기술대학지원 프로젝트로 년간 10~15

억원 규모의 기초과학 및 공학분야에 우수연구센터사

업(SRC 및 ERC)이 시작되면서 대학에서도 중장기적

인 진공을 이용한 다양한 재료연구들이 시작되게 되었

다. 그 일환으로 2000년 우리 연구실을 중심으로 플라즈

마를 이용한 재료개발을 중심으로하는 ERC사업이 선정

되어 CAPST(Center for Advanced Plasma Surface 

Technology)가 국내 최초로 참여교수 15명으로 구성된 

진공플라즈마 및 박막 중심의 재료개발 관련 인력양성 및 

연구개발이 시작되었다.  본 센터의 설립을 통해 국제적

으로 한국의 진공 및 플라즈마응용 재료기술의 인력양성 

및 연구개발을 국제적으로 홍보하고, 특히 유럽과 일본과

의 연구교류 활성화와 더불어 국제적 넷트웍을 통한 인력

양성을 발전시키는데 초석을 마련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

였으며, 그 이후 약 20여년 기간 동안 국가산업은 고도화 

되고, 다양한 분야의 진공기반 연구개발들이 활성화 되면

서 국제적인 수준으로 도약되고 있어 미래 한국의 진공기

반 기술들은 더욱 발전할 것으로 믿고 있다. 

본고를 마치면서 원자단위로 제어하는 나노기술 시대

에서 머지않아 전자단위를 기본으로 하는 Pico 기술의 시

대로 도약하는 시점에서 산업체는 물론 국내 대학 및 연

구기관들에서도 더욱 고차원적인 재료와 진공간의 상관

관계에 대한 기초과학 연구에 대해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안하고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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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end of industrial biointerface sensor 
based on the nanobiotechnology

Seung Hoon Beak, Chan Yeong Park, Min Woo Kim, Jihyeok Roh, 
Tae Jung Park

A nano-biosensor is a kind of analytical device able to recognize 

a specific target molecule after the biological interaction then 

generate a specific signal in the form of an electrical, optical, or 

mechanical response. Since these types of interactions demonstrate 

high specificity and selectivity, they have been contributed to 

various fields including food hygiene, environmental monitoring, 

management, drug discovery research, and disease diagnosis. 

Moreover, it realized the miniaturization of instruments like as 

wearable biosensors due to requiring a small volume of sample. In 

the case of wearable biosensors, especially, it has been focused on 

substantial interest in many studies due to various properties such 

as continuous reflection of conditions and its mobility. As these 

types of monitoring approaches are well-matched with future 

needs, these strategies have a prospect, and this technology would 

have a broad impact on our daily lives.

서론

나노-바이오센서(Nano-Biosensor)는 분석대상 물질

의 농도에 비례하는 신호에 따라 발생하는 전기적, 광학

적, 또는 역학적인 변화를 통해 표적물질의 존재유무 및 

더 나아가 정량까지 가능한 간소화된 장치를 뜻한다. 이

는, 진단의 패러다임이 “치료”에서 “예방 및 조기진단”

으로 이동함에 따라, 임신진단키트와 같이 일반인도 쉽

게 사용 가능한 검출키트 시장이 확대되고있어 다양한 분

야에도 전도 유망한 분야이다. 나노 크기의 물질들은, 이

들이 벌크한 상태로 존재했을 때와는 달리 발현된 고유

한 화학적 및 역학적인 특성들로 인해, 기존 항체나 압

타머만 도입된 바이오 센서에 비해 높은 선택성과 민감

도를 보인다. 이러한 장점은 질병 모니터링, 약물, 환경 

오염물질 검출, 질병유발 균체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

어 사용되고 있다. 나노 바이오센서는 기본적으로 분석

물질(analyte), 생체 수용체(bioreceptor), 신호 변환기

(transducer), 전자장치(electronics) 그리고 디스플레이

(display)로 구성된다. 분석 대상 물질은 포도당, 박테리

나노-바이오기술 기반의 
바이오인터페이스 센서 산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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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약력>

■  백승훈 박사는 2014년 선문대학교에서 학사 졸업후 2020년 중앙대학교 화학과에서 이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동 대학에서 박사후연구원

으로 재직중이다. 나노입자 합성 및 전기화학분석을 활용한 바이오센서 연구를 주로 진행중이다.

■  김민우 박사과정생은 2017년 연세대학교에서 학사 졸업후 현재 중앙대학교 화학과 나노바이오화학연구실에서 석박통합과정생으로 재학중이

다. 나노입자를 활용한 바이오센서 연구를 진행중이다.

■  박찬영 박사과정생은 2015년 중앙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하고 2017년 동 대학에서 석사학위를받았으며 현재 동 대학 나노바이오화학연구실에서 

박사과정생으로 재학중이다. 유·무기재료합성 및 광학 분석, 케미컬센서 및 바이오센서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중이다.

■  노지혁 석사과정생은 2018년 중앙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동 대학 나노바이오화학연구실에서 석사과정생으로 재학중이다. 전기방사기

법을 활용한 바이오센서 기술개발을 진행중이다.

■  박태정 교수는 2004년 KAIST 생명화학공학과에서 공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이후 KAIST 연구교수 및 나노종합기술원 선임연구원을 역임한 

후, 2012년부터 현재까지 중앙대학교 화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바이오센서 및 나노입자 합성, 그리고 이를 활용한 응용분야와 약물전달시스

템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중앙대학교 특훈교수로서 캠-바이오진단기술연구소장과 위해인자모니터링연구센터장을 겸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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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와 같이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된 대상이며, 생체 수용

체는 효소, 펩타이드, 앱타머 및 항체와 같이 분석 물질

과 특이적으로 결합가능한 생체분자들을 뜻한다. 이러한 

생체 수용체들은 표적물질과 상호작용함에 따라 광, 열, 

pH, 전하 등 물리화학적 반응이 일어난다 [그림 1].

이들 구성요소 중 신호 변환기는 가장 중요한데, 이는 

바이오 리셉터와 타깃 분자간 결합을 통해 변화되는 에너

지를 측정하여 생물 수용체의 상호작용한 양에 비례하는 

광학 또는 전기 신호를 생성하기 때문이다. 즉, 유해한 화

학 물질들이 생체수용체와 특이적으로 결합함으로써 발

생되는 특정 신호를 통해 대상 물질의 정성 및 정량적인 

정보를 제공가능 하다.

바이오센서는 검출 민감도 및 재현성이 좋고 미량의 샘

플양으로도 검출이 가능하기에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사

용되고 있다. 또 다른 바이오 센서의 주요 용도 중 하나

는, 식품 및 의약품에서 유해 물질을 탐지하는 것이다. 의

료용 바이오 센서는 환자의 질병을 신속·정확하게 진단

하고 다른 질병을 예방하는 데 유용한 기술이다. 예를 들

어, 면역 진단 분석법으로 항원-항체 반응을 통해 질병

에 관련 되어있는 항원의 존재 유무를 측정함으로써 질병 

유/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식품분야는 식품에 남아

있는 농약 또는 식중독 유발 바이러스를 검출하는데 사용

된다. 하지만, 바이오센서는 분석물질과 생체수용의 상호

작용 반응 시간이 느리고, 검출 비용이 비싼 문제가 발생

합니다. 또한,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시스 템의 성능은 

온도, pH, 환경 물질에 의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검출 감

도가 낮아질 수 있다[1].

최근 들어 나노기술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바이오

와 나노기술이 융합됨으로써 나노바이오센서 기술 연구

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나노 소재는 크기, 모양, 재료에 

따라 물리적, 열 및 전기 전도성 등 다양한 특성을 나타낸

다. 특히, 광학, 전기 및 형광 특성을 가지고 있는 나노재

료에 바이오리셉터를 결합하여 다양한 분석 방법에 적용

되고 있다 [그림 2].

따라서, 나노바이오센서는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

는 나노입자와 바이오리셉터가 결합하여 분석 물질에 대

해 신속·정확한 검출이 가능하며, 연구자 뿐만 아니라 

일반사람들도 손쉽게 사용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바이오센서를 나노스케일로 줄이면 signal-to-

noise ratio가 향상될 뿐만 아니라 더 적은 양의 분석샘

플을 이용하여 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석비용 또한 절

감할 수 있다. 특히, 포인트오브케어진단(point-of-care 

testing; POCT)과 유비쿼터스 헬스케어와 같은 새로운 

의료분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본 지에서 대표적인 

나노바이오센서에 대해서 예시를 설명하고 차세대 기술

로 웨어러블 바이오 센서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바이오인터페이스 기술개발 동향

나노기술을 바이오 분야에 활용하면 반응시간 및 민감

성 등의 한계를 극복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및 진단이 

가능한 바이오 센서가 가능해진다. 이 기술은 NT와 BT분

야의 핵심 기술로서 질병 진단 및 치료 분야에서 나노 기

술을 활용함으로써 의료기술 및 유해물질 검출 기술이 가

지고 있는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대표적 기술

이라고 말 할 수 있다.

나노, 마이크로 크기의 생체분자, 세포, 조직과 같은 우

[Fig. 1]  Schematic illustration of the whole procedure of biosensors.
[Fig. 2]  Effect of intrinsic properties for nano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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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몸의 구성물질들을 생체 수용체 및 다양한 나노소재를 

활용하여 생체 신호를 정성 및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

는 기술을 바이오인터페이스 (biointerface)라고 말한다. 

이 시스템의 개발을 통해 개인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 

하고 이를 통해 질병 진단이 가능해짐으로서, 건강 정보

의 네트워크 구성 및 각 개인의 건강 상태에 최적화된 진

료·치료가 가능 한 미래사회를 만들 수 있다. 

1) 금속나노입자를 이용한 바이오인터페이스 기술

금속입자가 나노 사이즈로 존재할 때 특정 파장대의 빛

을 받아 형광을 내는 광학적 성질과 특정 파장대의 빛을 

받아 열을 내는 광열특성 등 특수한 성질을 띄게 된다. 바

이오센서에는 금속나노입자의 이 같은 특이적인 성질을 

이용하여 각종 타겟 물질의 검출에 이용하기도 한다. 실

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바이오센서 중 하나

인 임신 테스트기는 금나노입자 표면에 임신한 여성의 태

반에서 생산되는 단백질의 하나인 hCG(사람융모성성선

자극호르몬)와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를 도입하여 검

체 내 hCG가 존재할 때 hCG와 결합한 금나노입자가 검

사선에 있는 hCG 항체와 결합, 금나노입자 특유의 붉은 

색이 나타나는 간단한 원리로 검체 내 hCG 유무를 판단

하여 임신 여부를 진단한다. 금나노입자의 경우 표면 생

적합성이 뛰어나고 개질이 용이하여 원하는 타겟 물질과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 펩타이드를 발굴, 이를 나노

입자 표면에 도입하여 물질을 검출하는 시스템이 현재도 

꾸준히 개발 되어 지고 있다. 또한 금나노입자는 특유의 

표면 플라스몬 공명 현상에 의해 입자 크기에 따라 특정

한 흡수 파장을 나타내며 크기가 커질수록 청색광 쪽으로 

흡수 파장이 변화하며 응집되었을 때도 동일하게 흡수 파

장이 변화하는 특성을 가지는데 이를 이용하여 금나노입

자 표면에 압타머나 항체와 같이 검체 내 타겟 물질이 있

을 때 나노입자 간의 응집을 유도할 수 있는 생분자를 도

입한 후 검체 내에 타겟 물질이 있을 경우 나노입자가 응

집되어 흡수 파장이 사라지는 것을 이용하여 검체 내의 

타겟 물질을 검출하기도 한다. 이 같은 시스템들은 검출 

한계가 낮고 단가가 저렴하여 현장진단 이용에 용이한 장

점을 가지고 있다 [그림 3].

2) 전기화학기반 바이오인터페이스 기술 

최근, 전기화학을 활용한 바이오센서는 병원체 및 독소 

등 전기화학적 원리를 기반으로 상용화가 된 장치들이 많

다. 이 방법은, 다른 센서 방법보다 높은 감도를 가지고 

있으며 소형화 기술제작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전기화학 

기반 바이오센서의 원리를 설명하자면 분석물질과 생체 

수용체와 반응하고 전기적 자극을 주었을 때, 산화 또는 

환원반응이 발생한다. 레독스(redox) 반응으로 발생된 전

기 화학적 신호를 활용하여 분석 물질의 정량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전기화학 기반 나노바이오센서는 전위차 법, 

전류 측정법, 전압 및 전류를 이용한 측정방법이 있다. 이

러한 방법을 이용하여 혈당센서에도 많이 적용되고 있다. 

당뇨병 환자들이 포도당 측정을 하려면 매번 소량의 피를 

뽑아야 된다. 하지만 나노바이오 기반 센서는 비침습 방

법으로 환자들이 고통없이 포도당 수치를 실시간으로 모

니터링 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림 4와 같이 전도성이 높

[Fig. 3]  Schematic illustration of optical sensor.

[Fig. 4]  A chemically modified laser-induced porous graphene-

based flexible and ultrasensitive electrochemical biosensor 

for sweat glucose detectio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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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래핀을 이용하여 땀으로부터 포도당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발되고 있다[2].

3) 약물전달 기술

이전 약물전달 시스템은 진단과 치료가 각각 분리되어 

존재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진단 및 치료가 동시에 가

능한 약물을 효과적으로 암세포에 전달할 수 있는 나노

바이오 기반 재료를 개발하여 치료효율 증가, 생체 무독

성 및 부작용 감소를 목적으로 약물전달 분야에서 연구개

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

는 나노기술과 표면에 바이오(항체, 펩타이드 등)가 결

합된 나노바이오 기술을 이용하면 형광, 열에너지 등 방

법으로 MRI 또는 CT처럼 시간과 비싼 비용이 발생하

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진단이 가능하다. 특히, 특정 질

병 부위에 대해 선택적으로 치료요법이 가능하기 때문

에 질병 치료의 획기적인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최근

에는 그림 5처럼 나노입자에 약물 및 암세포에 특이적으

로 결합되는 바이오마커를 결합하여 암세포 치료 연구

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나노입자가 바이오마커에 의

해 암세포에 결합하고, NIR 레이저를 조사시켰을 때, 화

학적 반응에 의해 흡착되어 있던 약물이 암세포에 들어

가 활성산소(reactive oxygen species) 반응으로 암세포

를 파괴시킨다. 또한, 상향변화나노입자 (Upconversion 

nanoparticle, UCNP)는 NIR빛 에너지에서 형광이 나오

는 나노물질이다. 따라서, NIR 레이저를 조사 시키면 형

광으로 암 진단도 가능할 뿐더러 암세포 치료까지 가능한 

시스템이다. 이처럼 나노바이오 기반으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양의 약물 및 필요한 곳에 선택적으로 약물

을 투여하는 스마트 약물시대가 도래할 전망이다.

4) 바이오인터페이스 기반 웨어러블 개발

웨어러블 바이오 센서 (Wearable bio sensor) 기

술이란 일상생활에서 신체에 착용한 상태에서 지속적

인 생체신호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기술로 정보통신

기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과 나노기술 (Nanotechnology) 그리고 바이오기술 

(Biotechnology)의 융합으로써 현재 바이오 및 의료기술

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는 대표적 융합기술

이다.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편리하게 스마트폰과 모바

일 장치를 통해 개인 맞춤형 나노 진단 기술을 개인의 성

과 및 건강에 적극적으로 응용되고 있어 많은 관심을 받

고 있다. 이러한 웨어러블 바이오센서는 크게 두 가지 기

능적 측면으로 볼 수 있다 [그림 6]. 첫 번째는 ‘나노-바

이오 수용체 (Nano-Bio receptor)’으로 효소, 항체 그

리고 DNA와 같은 생체물질과 나노물질을 사용하여 혈

액, 소변, 객담 등 시료 개체로부터 감염성 질환, 암 질

환 등 각종 질환을 고감도 및 다중 측정이 가능하도록 한

다. 두 번째는 ‘신호전달 메커니즘’을 통해서 전기화학적, 

광학적 센서의 시그널을 통해서 진단 정보를 유저가 인

지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의 바이오센서는 실험실 혹은 

특수한 장비,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단점을 가지

고 있었고,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나노바이오센

서 기술, 나노 분석 기술, 통신 기술 등을 이용하여 쉽고 

간편하게 질병을 진단하는 포인트오브케어(Point-of-

care)진단과 유비쿼터스 헬스케어, 비 침습적 생체 모니

터링 그리고 웨어러블 스마트 의류 (Smart cloth)와 같

은 응용분야로도 발전하고 있다. 이 중 일상생활용 스마

트 의류는 전기전도성 재료를 기존의 섬유에 혼합하여 의

류가 갖고 있는 고유의 성질을 잃지 않으면서 전기적 특
[Fig. 5]  Schematic illustration of The action procedure of HA/

GOQD/UCNP nanoparticle[4].

[Fig. 6]  Biosensor components and the path of biosensor 

development for wearables[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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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및 성능을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탄소나노튜브 

(Carbon nanotube)와 은나노와이어와 같은 전기 전도

성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섬유전극을 피부에 부착하여 임

피던스 및 전기전도도를 측정할 수 있고, 이는 피부에 부

착할 수 있는 표면 근전도 전극으로써 일상생활에서 더욱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스마트 의류에 속한다[6]. 또한, 

감지 매커니즘과 관련된 웨어러블 센서는 광센서(Optical 

sensors), 온·습도센서(Temperature and humidity 

sensors)와 같은 플라스틱 광섬유와 광센서를 엮어 장갑

의 형태로 만들어 두 가지 다른 파장의 빛의 전달량을 광

센서로 측정하여 탈산소화 된 헤모글로빈과 산소가 환원

된 헤모글로빈을 산출하면 채내 산소포화도를 측정할 수 

있는 광센서를 개발하였다[7]. 또한, 온·습도센서의 경

우, 전도성 고분자를 이용하여 의복 내 온도를 조절하는 

것 과 같이 외부환경으로부터 활성화 되는 입을 수 있는 

웨어러블 나노바이오센서로 개발되고 있다[8]. 

맺음말

본 지에서는 바이오-나노 융합 미래기술로 큰 잠재력

을 가지고있는 나노입자와 생체 수용체를 활용한 여러가

지 예시를 설명해 보았다. 나노 재료와 크기에 따라 비색

법, 전기화학 및 형광으로 고감도 바이오 물질의 검출/신

호/약물전달에 응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최근 각광받고있

는 나노바이오 기반 웨어러블 시스템 기술에 대해서도 간

략하게 살펴보았다. 미래에는 바이오인터페이스 기반으

로 센서나 진단 치료분야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질을 더

욱더 높여 더 폭넓은 분야에서 응용이 될 전망이다. 특히, 

맞춤형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재택진단, 현장진료 등)에 

있어서의 응용품을 중심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이 기대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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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나노 와이어 네트워크의 투명전극 응용기술

Silver nanowire networks for highly transparent 
electrodes

Da-Seul Kim, Ju-Hyung Kim

Silver nanowire (AgNW) networks have attracted a lot of interest 

owing to their outstanding properties such as low cost, solution 

processability, optical transparency, mechanical flexibility, and high 

electrical conductivity. In this context, the AgNW networks are 

also considered as promising electrode materials for realizing high-

performance wearable and/or transparent devices. Here we review 

the fabrication and processing techniques of the AgNW networks 

and their transparent applications. It is anticipated that this review 

will not only provide a deeper insight into the AgNW networks, but 

also open attractive new applications.

서론

스마트 장치의 비약적인 발전을 통해 모바일, 인공 지

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의 혁

신적인 변화인 4차 산업 혁명이 진행 중이다. 가까운 미

래에 사람들은 차세대 스마트 장치들을 통해 첨단 기술

들을 신체의 일부처럼 불편함 없이 사용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장치 개발을 위해 투명성, 유연성, 가벼움, 견고

함, 신체 부착성 등을 동시에 지닌 소재에 대한 수요가 높

다. 현재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투명전극 소재인 인듐-

틴-옥사이드(indium-tin-oxide, ITO)의 경우, 물리기

상증착법(physical vapor deposition, PVD)을 통해 쉽

게 다양한 기판 위에 제작할 수 있지만, 주원료인 인듐

의 희소성 및 약한 기계적 강도 때문에 다양한 기능성을 

요구하는 전극재료로는 사용이 어렵다. 기존의 전극재료

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소재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

행되고 있으며, 그 중 높은 종횡비를 가진 1차원 구조의 

금속 나노 와이어는 높은 투명도를 비롯한 우수한 기계

적 강도 및 전기적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많은 주

목을 받고 있다. 특히 은 나노 와이어(silver nanowire, 

AgNW)의 경우, 높은 열적/화학적 안정성을 가지고 있으

며 저렴하고 용액공정이 가능하여 경제적으로 대량합성

이 가능할 뿐 아니라, 네트워크 형성방법에 따라 광 투과

율 및 전기전도도를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은 나노 와이어는 투명전극 뿐만 아니라 

광 결정(photonic crystal), 표면증강 라만 분광(surface 

enhanced Raman spectroscopy, SERS) 기판, 바이오 

센서 등의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본 기사에서는 먼저 전통적 방식의 은 나노 와이어의 

합성 및 코팅을 통한 네트워크 제작방법, 전기전도도 향

상을 위한 후처리 공정에 대해 소개한다. 그리고 고분자 

형판(template)을 이용한 비전통적 방식의 네트워크 제

작방법에 대해 소개한 후, 마지막으로 은 나노 와이어 네

트워크의 특성을 활용한 응용소자들에 대해서 살펴본다.

은 나노 와이어 네트워크의 
투명전극 응용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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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올(polyol) 방법을 이용한 은 나노 와이어의 합성

Younan Xia연구팀으로부터 은 나노 와이어 제작을 위

한 폴리올 합성법의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이를 통해 대

량의 은 나노 와이어를 한번에 성장시킬 수 있게 되었다 

[1]. 그림 1에 나타낸 폴리올 방법은 polyethylene glycol 

(PEG)을 용매로 사용하고 ethylene glycol (EG)을 환원

제로 사용한다. 먼저 은 이온이 환원되어 나노 와이어 성

장을 위한 은 입자 시드(seed)를 형성하고, 그 후 연속 

반응을 통해 형성된 추가적인 은 입자들이 시드에 일정

한 방향으로 결합하여 나노 와이어로 성장하게 된다. 이 

때, 나노 와이어의 안정화를 위해 polyvinylpyrrolidone 

(PVP)를 첨가하게 되는데, 이는 face-centered-cubic 

(fcc) 구조인 은의 (100) 표면에 PVP가 흡착하고 (111) 표

면만 노출되도록 하여 나노 와이어가 일정한 방향으로 높

은 종횡비를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2]. 폴리올 

합성법은 다양한 종류의 전구체를 사용할 수 있고, 균일

한 크기와 형태를 갖는 은 나노 와이어를 합성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합성법이다. 또한, 합성

조건에 따라 은 나노 와이어의 모양과 길이에 쉽게 변화

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전구체의 양, 반응 온도, 첨가제의 

농도 등 기본적인 실험 조건을 비롯하여 합성/교반 용기 

등 다양한 변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3]. 은 나노 

와이어는 얇을수록 네트워크 구조에서 더욱 투명해지고,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 접촉 저항을 줄일 수 있어 높은 전

기전도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종횡비를 갖는 

은 나노 와이어를 성장시키기 위한 폴리올 합성법에 대한 

연구가 다방면으로 진행 중이다 [4, 5].

은 나노 와이어 네트워크의 제작방법

일반적으로 은 나노 와이어의 네트워크 구조를 만들

기 위해서는 은 나노 와이어의 분산액을 원하는 기판 위

에 최대한 균일하게 코팅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를 위

해 다양한 코팅 기법들이 개발되었지만, 여기에서는 가

장 대표적인 드롭 캐스팅(drop casting), 스프레이 코팅

(spray-coating), 잉크젯 프린팅(ink-jet printing), 로

드 코팅(rod coating) 방법에 대해서 소개한다. 먼저 그

림 2(a)의 드롭 캐스팅 공정은 은 나노 와이어 분산액을 

기판에 떨어뜨린 후 용매를 증발시킴으로써 네트워크를 

형성시킨다 [6]. 분산액의 농도와 용매의 증발 속도가 네

트워크 형성에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균

일성 향상을 위해서 분산액은 휘발성이 높은 에탄올이나 

isopropanol (IPA) 등을 기반으로 하여 비점이 다른 용매

들을 섞어서 사용하게 된다. 그림 2(b)의 스프레이 코팅 

공정을 이용하면 다양한 기판에 대면적으로 은 나노 와이

어 네트워크를 형성시킬 수 있다 [7]. 또한 다양한 소재의 

잉크를 사용하여 적층 구조의 소자를 제작하거나 은 나노 

와이어의 보호 층도 쉽게 코팅 할 수 있다. 스프레이의 압

력, 분사 속도, 분사 거리, 기판의 온도 등을 조절하여 균

일성 높은 네트워크 구조를 형성시킬 수 있다. 그림 2(c)

의 잉크젯 프린팅 공정의 경우, 마스크 없이 노즐을 직접 

이동시켜 패턴을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판 위

에 간편하게 패턴화 된 네트워크를 제작할 수 있다 [8]. 

현재까지는 높은 해상도의 패턴 제작 및 대량 생산에 제

[Fig. 1]  Growth mechanism of silver nanowires [1,4].

[Fig. 2]  Fabrication methods of silver nanowire networks: (a) drop 

casting, (b) spray coating, (c) ink-jet printing, and (d) rod 

coating [6,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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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 있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높다. 마지막으로 그림 

2(d)의 로드 코팅 공정은 먼저 기판 위에 은 나노 와이어 

분산액을 도포한 후 금속 와이어가 감긴 막대를 이용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빗어 넘겨 전체 영역에 고르게 분산액을 

코팅하여 네트워크를 형성시키는 방법이다 [9]. 막대에 

와이어의 감는 정도에 따라 코팅 두께를 조절할 수 있으

며, 매우 얇게 코팅 되기 때문에 용매가 쉽게 증발하여 빠

르게 전극을 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은 나노 와이어 네트워크의 전기전도도 향상을 위한 후처

리 공정

은 나노 와이어 네트워크의 전기전도도를 향상시키기 위

해서 주로 은 나노 와이어들의 접합 지점을 물리적 또는 화

학적인 방법으로 연결시키는 공정을 사용한다. 가열 냉각

(annealing), 기계적 압착(mechanical press), 전도성 물

질의 코팅 등을 통해 나노 와이어 사이의 접촉 저항을 낮추

고 전기전도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이 중 최근 주목받고 

있는 두 가지 기법인 water-assisted welding과 flash-

induced plasmonic welding 기법에 대해 소개한다.

<Water-assisted welding method>

그림 5와 같이 약한 결합으로 형성된 은 나노 와이어 

네트워크 위에 물이나 IPA를 공급해주게 되면, 은 나노 

와이어 사이에 수분으로 인한 액체 교량(liquid bridge)이 

생기게 된다. 이때 생성된 액체 교량에는 모세관 힘이 작

용여 은 나노 와이어 사이를 끌어당기게 된다. 수분이 증

발하는 과정에서 액체 교량으로 이어진 은 나노 와이어 

사이의 거리는 더욱 가까워지게 되며, 그 결과 완전증발 

후에는 은 나노 와이어 사이에 강한 결합이 생성된다. 이

러한 공정을 사용하게 되면 기존에 손상된 은 나노 와이

어 네트워크에도 간단한 수분 공급을 통해 전기전도도를 

회복할 수 있다.

<Flash-induced plasmonic welding method>

빛을 짧게 조사하여 은 나노 와이어들을 용접하는 방법

으로써, 이를 통해 네트워크의 전기 전도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정 시간을 수초 이내로 짧게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은 나노 와이어의 공명 파장

(plasmonic wavelength) 대역과 같은 400 – 500 nm 

정도의 특정 영역대의 빛을 은 나노 와이어 위에 조사하

게 되면, 은 나노 와이어 간의 접합부 주변에 국소 표면 

플라즈몬 공명(localized surface plasmon resonance)

이 유도된다. 그 결과, 은 나노 와이어의 접합부에서 열

이 발생하게 되어 그림 4와 같이 은 나노 와이어들 사이

에 강한 결합이 이루어 진다. 또한, 광학 필터를 사용하여 

830 – 900 nm 정도의 특정 영역대의 빛을 조사하게 되

면 은 나노 와이어와 기판 사이에도 열을 발생시킬 수 있

으며, 이를 통해 은 나노 와이어와 기판 사이의 접착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11].

[Fig. 3]  Experimental results of water-assisted welding method [10].

[Fig. 4]  Schematic illustration and experimental results of flash-

induced plasmonic welding method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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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자 형판을 이용한 은 나노 와이어 네트워크 제작방법

앞서 살펴본 네트워크 제작방법의 경우, 은 나노 와이어

를 용매에 분산시킨 후 사용하기 때문에 합성, 분산, 코팅, 

후처리 등 여러 공정을 거치게 된다. 하지만 최근에는 고분

자 형판을 이용하여 단순화된 공정을 통해 높은 전기전도

도 및 투명도를 갖는 은 나노 와이어 네트워크를 제작하는 

기법들이 발표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nanoimprinting

과 electrospinning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Nanoimprinting method>

그림 5에서와 같이 수백 nm 수준으로 패턴화 되어있는 

고분자 형판 위에 PVD방법을 통해 은을 증착시켜 은 나

노 와이어 패턴을 제작하게 되면, 미리 형성된 고분자 패

턴의 길이와 직경에 따라 은 나노 와이어가 만들어진다. 

전체적으로 균일한 와이어를 제작할 수 있으나, 은 입자

를 고분자 패턴 위에 직접 증착하기 때문에 둘 사이의 적

층 성장(epitaxial growth) 방식에 대해 고려해야한다. 

특히, 고분자가 가지는 표면 에너지에 따라 물리적으로 

증착된 은 나노 와이어의 형태가 달라지며, 보다 균일한 

은 나노 와이어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높은 표면에너지를 

갖는 고분자를 사용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표면 개질을 필

요로 한다 (그림 5(c,d)). 다양한 네트워크 구조를 고분자 

형판을 통해 설계/제작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높은 투

명도와 전기전도도를 동시에 갖는 네트워크 구조도 구현 

가능하다.

<Electrospinning method>

그림 6에서와 같이 electrospinning 방법으로 제작한 

나노 고분자 섬유를 형판으로 사용하고 그 위에 은 입자

를 코팅하여 네트워크 구조를 제작할 수 있다 [13]. 링 타

입의 섬유 수집기(fiber collector)에 polyvinyl alcohol 

(PVA)나 PVP와 같은 고분자를 고전압으로 방사하여 무

작위로 연결된 나노 섬유를 먼저 제작한 후, 그 위에 은 

입자를 PVD 방식으로 증착하여 네트워크 구조를 형성시

키는 방식이다. 이러한 공정은 nanoimprinting과 마찬

가지로 고분자 형판을 따라 네트워크 구조가 형성되며, 

별도의 후처리 공정 없이 높은 성능의 투명 전극을 제작

할 수 있다.

은 나노 와이어 네트워크를 이용한 응용소자

광 투과율이 좋고 전기전도도가 높은 은 나노 와이어 

네트워크의 특성상 투명전극의 소재로 활용도가 높으며, 

지금도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 디스플레

이, 투명 전열기, 스마트 윈도우 등 우리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스마트 장치들에 활용되고 있다. 여기서는 이 중 

투명 터치 스크린(touch screen)과 유연성 높은 투명 전

열기(flexible transparent heater)에 대해 간략하게 소

개한다. 먼저, 스마트 장치의 터치스크린은 디스플레이 

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선명한 화면을 위해서는 투명 전극

의 반사율을 최소화하여 높은 투광도를 유지해야 하며, 

[Fig. 5]  Schematic i l lustration and experimental results of 

nanoimprinting method [12].

[Fig. 6]  Schematic i l lustration and experimental results of 

electrospinning method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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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장치의 조작성을 위해 유연성 높은 투명전극 소

재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이러한 유연성 높은 투명전

극 물질 개발을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2017년 

고현협 교수 연구팀은 은 나노 와이어 네트워크를 이용

하여 유연성 높은 투명 터치 스크린을 대면적에 구현하였

다 (그림 7(a)). 이를 위해 연구팀은 앞서 설명한 로드 코

팅 기법을 사용하여 수직으로 은 나노 와이어들을 정렬시

켰으며, 20 X 20cm2 크기에 95.0%의 광 투과율 및 21.0 

Ω·sq-1의 면저항을 갖는 네트워크 구조를 제작하였다.

투명 전열기의 경우 투명전극의 저항열(joule heating)

을 이용하여 구동하는 방식으로, 2015년 고승환 교수 연

구팀에서는 유연성에 더하여 신축성까지 높은 투명 전열

기를 개발하여 발표하였다 (그림 7(b)). 탄성 고분자와 은 

나노 와이어를 혼합하여 제작한 투명 전열기는 안정적이

고 빠른 열 응답 속도를 가지고 있으며, 60% 이상 늘어나

도 정상 작동하는 것이 특징이다.

맺음말

전통적 방식의 은 나노 와이어의 합성 및 코팅을 통한 

네트워크 제작방법, 전기전도도 향상을 위한 후처리 공

정, 고분자 형판(template)을 이용한 비전통적 방식의 네

트워크 제작방법, 네트워크의 특성을 활용한 응용소자들

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다. 지금도 높은 종횡비를 갖

는 나노 와이어를 안정적으로 제작하여 쉽고 다양하게 응

용하기 위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아직 개선해

야 할 사항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앞으로 더욱 경제적이

고 광학적/전기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다양한 금속 나노 

와이어 기반의 기술들이 다양한 스마트 장치에서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Fig. 6]  Applications of silver nanowire networks: (a) touch screen 

[14], and (b) flexible transparent heater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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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Liquid Motion 
Energy Harvesting Technology based on Solid-
liquid Interfacial Phenomena

Sun Geun Yoon, Huding Jin, Won Hyung Lee, Jeong Hyeop Han, 
Yong Hyun Cho, Youn Sang Kim

Abstract

Recent energetic and environmental problems require alternative 

energy technologies for innocuous and sustainable energy 

generation. Among them, liquid-motion-induced electricity 

generation has drawn large attentions due to the convenience of 

electricity generation via natural water motions and its suitability 

for microgrid energy harvesting system. Scientifically, the origin 

of electricity in this system is known as an effect of electrical 

double layer (EDL), which is a fundamental property of solid-liquid 

interface, but detailed interactions in this nanoscale region are still 

under discussions. In this report, we summarize recent academic 

researches of liquid-motion-induced electricity generation and 

introduce the operating mechanism based on ion-dynamic effect at 

solid-liquid interface. In addition, we also introduce experimental 

advances in the electricity modulations of the liquid-motion-driven 

energy transducer via solid-liquid interfacial phenomena. This 

review will provide comprehensive results of solid-liquid interfacial 

effects on liquid-motion-driven electricity generation, and suggest 

prospects for utilization of the system as a probing tool of solid-

liquid interface.

1. 서론

2019년 발간된 British Petroleum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인구의 총 에

너지 사용량은 2010년 이후로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 한 해 동안만 2.9% 증가의 전례 없는 수

치를 기록하였다[1]. 이러한 늘어난 에너지 수요를 맞추고 

고체-액체 계면현상 기반의 
유체운동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의 개발 및 응용

https://doi.org/10.5757/vacmac.6.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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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재생에너지 기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자연에서 풍부하게 존재하는 물을 이용한 친환경적

인 에너지 생산 기술도 하나의 연구 방향으로 많은 관심

을 끌고 있다. 물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기술로 수력발전, 

염도차 발전, 물 분해를 이용한 수소에너지 생산 등 다양

한 형태의 기술들이 연구되어 충분한 기술적 성숙을 이루

었거나 실용화를 위해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비교하여 비교적 신생 분야로서 최근 고체-액체 계

면에서 발생하는 전기동역학적 (Electrokinetic) 효과에 

기반한 발전현상이 새로운 연구분야로 제시되며 관심을 

끌고 있다.[2,3] 이러한 연구분야는 복잡한 기계적, 화학

적 전환장치 없이 고체 전극 표면에서 상대적인 물의 움

직임 만으로도 전력을 생산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따

라서 다양한 박막공정으로 간단히 제작한 소자를 다양한 

자연의 물의 움직임의 환경에 (흐름, 비, 파도 등) 적용하

여 분산형 에너지 생산 시스템으로 활용 가능한 장점을 

가진다. 최근에는 다양한 전극 재료 및 나노 구조의 도입

을 통해 물의 모세관 현상, 증발현상, 증기 흡착현상 등에

서 지속적으로 전기를 생산 가능한 새로운 형태로 확장된 

에너지 전환소자들도 보고가 되고 있다[2,3,4]. 이러한 

유체 흐름에 의한 발전소자들의 작동원리는 주로 고체-

액체 계면에서 형성되는 전기 이중층 (Electrical double 

layer) 구조에서 이온과 고체 표면간의 상호작용이 핵심

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으나 구체적인 작

동방식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확한 구동원리에 대한 파악이 부족한 상태이며 

이는 나노 규모의 계면영역에서 발생하는 현상의 측정 및 

분석적 한계에 기인하고 있다. 본 기고문에서는 해당 발

전현상에 대한 최신 연구 동향과 더불어 본 연구팀에 의

해 제시된 이온 동역학에 의한 에너지 전환 메커니즘을 

고체-액체 계면현상 관점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진에 의해 보고된 다양한 액체 에너지 전환소자의 분

석 및 응용연구 결과 등을 소개하며, 유체흐름에 의한 에

너지 전환소자의 확장적 주제로서 고체-액체 계면현상의 

분석하고 액상의 물질을 탐지하는 생물/화학적 센서로서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본론

2.1 유체흐름에 의한 운동 에너지 전환소자의 연구동향

1859년 독일의 물리학자 Georg Hermann Quincke는 

좁은 유체 관에서 압력차이에 의해 유체흐름을 유도할 때 

이 흐름에 의해 유동 전압 및 전류 (Streaming potential 

/ current)가 발생할 수 있음을 발견했다[5]. 이러한 현상

은 고체-액체 계면 영역에서 표면전하에 반대 이온들의 

분극화 현상인 전기 이중층 효과에 기반하고 있음이 확인

되었으며 이를 통해 후에 많은 연구자들의 물 흐름에 기

반한 전기생성현상 연구에 많은 영감을 제공하였다. 이후

에 2000년대 초부터 탄소나노튜브[6,7], 금나노 입자[8], 

그래핀[9] 등 고체물질의 표면에서 물 흐름에 따른 미세 

전압 발생현상에 관한 연구결과가 지속적으로 보고되었

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전극표면 수평방향의 이온 혹

은 용매의 이동에 따른 고체내부의 전류 흐름 발생원인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제시하였으며 이후 연구들에 단서를 

제공하는 토대가 되었다. 이러한 물 흐름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가 지속되었으며, 2014

년 본 연구팀은 간단한 용액공정기반의 발수성 전극에서 

한 방울의 물방울 흐름으로 3.1 V, 5.3 μA 수준의 전압과 

전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 소자를 개발하고 문턱전압 2 V 

이상의 발광다이오드를 구동함으로써 물 흐름에 의한 발

전현상의 이용 가능한 에너지 원으로서 가능성을 보여주

었다 (Fig. 1) [10]. 이 밖에도 물방울의 흐름뿐만 아니라 

관에서의 흐름[11], 진동현상[12,13], 파도[10,14] 등에 의

해서도 전기에너지가 발생할 수 있음이 본 연구팀과 다양

한 연구진에 의해 보고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물방울의 

진동이나 흐름 등 역학적 움직임에 의한 발전소자들의 경

우 단순히 물이 고체표면 위에서 기계적으로 움직일 때만 

전기가 간헐적인 피크형태로 발생하는 특징을 지닌다. 따

라서 간헐성과 그에 따른 낮은 수확 에너지 밀도 등이 한

계점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를 극복하는 새로

운 형태의 발전소자로서 다공성 전극에서 물의 모세관침

습, 증발, 기체상태의 물 분자 흡착현상 등을 이용한 지속

해서 발전이 가능한 에너지 전환소자들이 보고가 되고 있

다. 이러한 소자들은 물의 기계적 움직임에 의한 발전소

자들 대비 상대적으로 장시간 전기 에너지가 발생하며 연

속적인 에너지 생산의 장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액상물질

과 전극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지속적인 전기 신호 발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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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원 및 작동원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다양한 해석들이 

제시되고 있다.

2.2  고체-액체 계면 현상에 의한 에너지 전환소자의 발전

의 원리규명 및 확장

고체표면에서 유체흐름에 의한 발전현상에 대

해서 구체적인 소자의 구조나 작동 방식에 따라서 

‘streaming potential’, ‘Phonon coupling’, ‘Coulombic 

Field effect’, ‘Capacitive charging/discharging’, 

‘Triboelectric effect’과 같은 다양한 작동원리들이 보고 

되었다[2,3]. 그러나 소자 작동의 근본 원리에는 고체-액

체 계면에서 형성되는 전기 이중층과 그에 따른 분극화된 

이온들의 움직임이 회로 내부의 전하 이동에 주요하게 작

용하고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으며, 따라서 계면에서 이온

들과 고체전극과의 근본적인 상호작용을 구체적으로 파

악하는 것이 원리해석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연

구진은 유체 흐름에 의한 에너지 발전현상의 배경에 이

온효과가 주요하게 작용하는 것을 확인했으며[15], 이후

에 전해질-유전층-반도체 구조로 이루어진 전극표면에

서 물방울에 움직임에 따라서 전기가 발생하는 현상을 관

찰하고 계면에서 이온과 전극표면간의 상호작용 관점에

서 그 발전 원리를 규명하였다 (Fig. 2) [16]. 실리콘 기판 

위에 유전층과 자가조립 단분자층을 증착 후 이온이 녹

아있는 물방울을 흘려주었을 경우 0.2 V, 0.2 μA 수준의 

전기 에너지가 물방울이 흐르는 수 초간 연속적으로 발생

함을 확인 하였고 물방울의 운동에너지 대비 29.8% 에너

지 전환효율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진은 이러한 발전 현

상의 가설로 계면에서 양이온의 연속적인 흡/탈착에 의한 

반도체 층에 전하흐름으로 제시하였고 이를 전류, 전압에 

관한 특성방정식 및 밀도범함수이론 계산을 이용한 단분

자층의 전계 효과로 규명하였다. 본 연구진은 이 결과를 

통해 발전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요인

을 제시하였다 (Fig. 2b, 2c); (i) 물방울의 물리/화학적

인 성질 (크기, 속도, 이온농도, pH 등), (ii) 전해질-유전

층-반도체 계면영역의 포텐셜 분포, (iii) 반도체 층의 저

항. 이러한 연구 성과는 유체흐름에 의한 발전현상이 주

요하게 이온-계면 상호작용에 의한 계면전위 효과에 영

향을 받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본 결과를 통해 계면에서 

이온동역학적 현상에 의한 발전원리로서 이온발전소자 

(Ionovoltaic device)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후 연구를 통해 계면에서 이온동역학 기반의 발전 원

리가 단순한 실리콘 반도체 전극뿐만 아니라 발수성 고

분자와 카본블랙을 섞은 복합체 전극 (Fig. 3a) 및 산

화구리 나노와이어 전극 (Fig. 3b) 등의 이온발전소자 

(Ionovoltaic device)에서도 구현되었으며 다양한 전극

재료들에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원리임을 확인하

였다[17,18]. 해당 결과들은 이온발전소자 (Ionovoltaic 

device)의 성능이 전극의 저항에 의존하는 결과임을 제

시함으로써 발전성능의 개선방향을 제안하였으며, 이온

[Fig. 1]  Schematic Images of (a) droplet flow-induced, (b) waving 

motion-driven, (c) microfluidic, and (d) droplet-vibrational 

electrical energy transducers.[10,11,13]

[Fig. 2]  (a) Schematic image of a droplet-flow-induced electrical 

energy transducer (Ionovoltaic device) and its output voltage 

and current as a function of time. (b) Characteristic equation 

of the electrical energy transducer and its variables. (c) A 

Schematic potential profile across an electrolyte-insulator-

semiconductor structure shown in Fig. 2(a). , , 

,  are potentials at a hydrodynamic plane, solid-liquid 

interface, SAM-dielectric layer interface, and dielectric layer-

semiconductor interface, respectively[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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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자 (Ionovoltaic device)를 Paintable하거나 곡면

에 적용 가능한 Flexible 형태로 구현하는 등의 실용적인 

결과들을 통해 실제 에너지 수확소자로서 대면적화 및 상

용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 본 연구진은 산화

아연 기반의 다공성 반도체 전극 구조에서 모세관침습 및 

증발현상에 의한 연속적인 전기에너지 발생현상을 구현

하였으며 발전성능이 반도체 전극의 저항에 의존하는 결

과를 관찰하였다 (Fig. 3c) [4]. 이를 통해 새롭게 보고되

고 있는 물의 증발에 의한 발전현상의 계면에서 이온동역

학적 현상에 의한 발전현상과 연관성을 확인 하였으며, 

정확한 원리 규명과 성능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를 진

행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유체흐름

에 의한 발전현상이 고체-액체 계면에서 이온동역학적 

현상에 의한 전기에너지 발생현상과 연관성이 있음을 보

여주며 이온동역학에 기반한 발전원리 해석 및 이온발전

소자의 다양한 형태로 확장 가능성을 보여준다.

2.3  고체-액체 계면 현상에 의한 에너지 전환소자의 계면

효과 분석 및 응용

이온발전소자는 박막공정 및 화학적 표면처리 기법

을 통해 고체-액체 계면 특성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존재한다. 본 연구팀은 이온발전소자 의 이온-계면 

상호작용에 따른 전기신호 특성을 다양한 계면현상 도

입 및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본 연구팀은 최초로 액

체흐름 기반의 발전소자의 출력성능이 1가 이온 특이

성 (같은 전하를 가지는 서로 다른 이온들이 다른 특성

을 보임)을 보이는 현상을 규명하였다 (Fig. 4a) [19]. 이

온 발전소자의 출력성능이 전해질의 1가 양이온에 대해 

Li+>Na+>K+>Cs+  의 경향성이 보이는 것이 확인 되었고 

이를 원자힘 현미경과 밀도범함수이론 분석을 통해 전기 

이중층의 물리적 구조 차이와 그에 따른 전해질-유전층-

반도체 계면의 포텐셜 차이에 기인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진은 이온-계면간의 물리적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화

학적 상호작용 관점에서도 이온동역학적 발전 현상과 연

관성을 확인 하였다. 이온동역학 기반의 발전소자의 단분

자 층을 protonation이 가능한 Amine-group 개질을 통

해 표면전하 반전과 그에 따른 이온발전소자의 출력신호

가 반전되는 결과를 확인하였고 흐르는 물방울의 pH특성

에 따른 전기신호 변화로 액상의 pH를 확인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Fig. 4b)[20]. 더 나아가 이러한 pH의존성 

표면을 이용해 액상의 Urea 농도를 탐지할 수 있는 자가

발전 형태의 생물학적 센서를 보고하였다 (Fig. 5a)[21]. 

또한 계면에서 액상의 구리, 납 이온의 특정 분자구조체

와 화학흡착을 통해 이온발전소자의 출력성능을 변화시

킬 수 있음이 본 연구진에 의해 최초로 확인 되었으며, 이

를 이용해 이온을 탐지하고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화학

센서를 제안하였다 (Fig. 5b)[22]. 이에 대한 원인을 X-

선 광전자 분광법 과 표면 전위 현미경을 통해 분석하였

고 이온 흡착에 의한 단분자층 계면 포텐셜 변화로 규명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이온동역학적 발전 소자의 

발전신호가 계면의 흡착, 표면 화학반응 등 다양한 액상

[Fig. 3]  (a) Schematic image of paintable ionovoltaic device and 

its current-voltage characteristic.[17] (b) Schematic image 

of copper oxide nanowire-based ionovoltaic device and 

its open circuit voltage (Voc) as a function of the device 

resistance[18]. A photo-image in Fig. 3b shows a high 

flexibility of the device. (c) Schematic image of zinc oxide-

based evaporative ionovoltaic device and its Voc and short 

circuit current (Isc) as a function of the device resistance[4].

[Fig. 4]  (a) Schematic image of the ionovoltaic device and its 

current-voltage characteristics as a function of different 

alkali cations. (b) Schematic image of aminopropyl 

triethoxysilane (APTES) and perfluorooctyl triethoxysilane 

(POTS)-treated ionovoltaic device and its output voltage as 

a function of droplet pH[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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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과 표면간 상호작용에 따라 조절될 수 있음을 보여준

다. 따라서 고체-액체 계면에서 용질과 표면간 상호작용

에 따른 계면 특성변화와 이온동역학적 발전소자의 출력

신호간 관계 분석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동시에 이를 통

해 이온발전소자 (Ionovoltaic device)가 다양한 고체-

액체 계면현상의 분석도구 및 액상의 물질을 탐지 가능한 

생물/화학적 탐지플랫폼으로서 활용 가능성 보여준다.

3. 결론 

본 기고문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 수확기술로서 

유체흐름에 의한 에너지 전환소자의 연구동향과 본 연구

진에 의해 규명된 이온 동역학적 발전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확장적 주제로서 이온발

전소자에 화학적 표면처리 기법을 도입해 고체-액체 계

면현상을 관찰하고 액상을 물질을 탐지할 수 있는 새로

운 형태의 탐지 플랫폼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소개하였다. 

본 기고문에서 보여준 연구결과들은 이온동역학적 발전

현상이 다양한 계면/콜로이드 과학적 현상과 연관이 있

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액체 움직임에 의한 에

너지 전환소자들의 다양한 응용연구로 이어질 수 있는 가

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나노규모 

계면영역의 현상 관찰 및 분석 등의 한계점으로 인해 도

전적인 연구주제로 남아있다. 따라서 다양한 계면현상이 

접목된 이온발전소자에 대한 원리 규명 및 실험 방법론에 

대해 많은 부분에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발전 성능을 증가시키고 다양한 고체-액체 계면현상 관

찰 플랫폼으로서 활용 가능성을 확보하길 기대한다. 

[Fig. 5]  Schematic images of (a) urea detection with a pH-sensitive 

ionovoltaic transducer and (b) heavy metal ion detection 

by chemisorption in a surface-functionalized ionovoltaic 

transducer[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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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bient Analysis of Cells and Nano Materials 
using Ultrahigh Vacuum Techniques

DaeWon Moon

Bio-molecular mass spectrometry imaging techniques by 

secondary ion mass spectrometry and ambient mass spectrometry 

were developed using accelerated ion beam and laser beam utilizing 

plasma and nanomaterials such as metal oxide nanoparticles and 

single layer graphene to obtain  intrinsic bioinformation without 

distortion due to sample preparation such as fixation and drying. 

Those new techniques were applied to hippocampal tissues and 

cancer cells to image several proteins simultaneously and tens of 

lipid distributions. Time-of-flight medium energy ion scattering 

spectroscopy technique with ~10 micrometer spatial resolution 

was developed and applied to As dopant profiling in FINFET and 

electric double layer profiling between electrode and solution for 

innovative and practical applications.

서론

필자는 이번 호의 Vacuus Field에 소개한 바와 같이 지

난 20년간 초고진공 환경에서 반도체 표면을 원자수준으

로 분석 이미징하는 기술을 세포 조직의 바이오 이미징에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주제로 연구를 해 왔고, 최근 10

년은 특히 대기압 혹은 용액과 같은 실제 환경 속의 세포 

혹은 재료를 직접 분석 이미징하는 기술의 개발에 집중하

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필자의 전문 연구 분야인 가속 

이온빔을 이용한 분석 이미징 분야를 집중적으로 소개하

고자 한다. 진공 기술은 현대 첨단 과학 산업 기술에 필수

적이며 특히 반도체 산업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것도 

사실이지만, 초고진공에서 단결정 표면에서의 분자 흡착 

및 표면 화학 반응 연구가 실제 촉매 연구에 큰 기여를 못

하고 논문만 수천 편 양산하고 말아 버린 사실도 실제와 

너무 다른 환경에서 기초 연구에만 몰두한 것이 큰 착오

였다고 말하고 싶다. 따라서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

기 위하여 최근 10년은 대기압 용액 환경에서 세포 혹은 

재료의 표면분석 기술을 시도하여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정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포 생체 조직의 단백질 지질 분자 SIMS 이미징 

먼저 표면분석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X-선/UV-

선은 주로 원자 조성 및 전자 구조 정보를 얻기 위해 사

초고진공 표면분석 기술을 이용한 
대기압 용액속의 나노 물질과 세포 분석

https://doi.org/10.5757/vacmac.6.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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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어 왔으며 가속 이온빔을 이용한 secondary ion 

mass spectrometry (SIMS)와 medium energy ion 

scattering (MEIS)도 주로 반도체 박막의 불순물 원소 

및 초박막 주성분의 깊이 분포 분석에 사용되어 왔다. 

이 초고진공 환경에서 불순물 분석을 위해 사용되어 온 

SIMS는 그림 1 (a)와 같이 가속 이온빔과 시료 표면의 

충돌에 의해 발생되는 이차 이온의 질량을 분석하여 고

감도의 표면 조성 분석을 하며, 표면 원자가 sputtering

에 의해 제거되면서 불순물의 깊이 분포 정보를 제공하

는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기술이다. 하지만 반도체 소

자의 극소화에 따라 요구되는 ultrashallow junction 

profiling 분석 요구를 감당하지 못하고 한계에 도달한 

후, SIMS 분야의 연구는 바이오 분석으로 방향을 잡았

다. 정확히 말하면 초기에는 바이오 분석보다는 고분자 

분석이 실질적인 목표이었다. 실리콘 분석에 사용되어온 

수십 keV의 산소, 세슘 이온빔으로는 고분자의 이온손상 

문제가 너무 심하여 Bi3-5
+, C60

+, 등 cluster ion beam으

로 이온손상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결정적인 해법은 

Ar gas cluster ion beam이었다. Ar1000-3000
+ 이온 빔은 

sputtering yield가 매우 높아 이온 빔에 의한 손상 효과

를 거의 남기지 않아 모든 고분자의 sputtering에 문제없

이 사용할 수 있었다. [1]

C60
+ cluster 이온 빔을 이용한 polyethylene 고분자의 

sputtering 과정을 Molecular Dynamics로 모사한 결

과가 그림 1(b)에 주어져 있다. 단원자 가속 이온을 이용

하는 그림 1(a)와 달리 cluster 이온을 사용하는 경우 가

속 이온빔에 의해 시료의 손상층 생성 없이 표면층에서 

분자 탈착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분자가 

파괴되어 조각 이온도 발생하며 이 조각 이온은 분자 구

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

이 SIMS는 시료 표면의 분자 정보를 제공하여 표면 화

학 현미경이라고 할 수 있으며 최근 그 분해능이 100nm

에 이른다. 지난 몇 년간 SIMS를 바이오 이미징에 활용

하는 연구는 예상보다 매우 급속히 발전하여 지질 분자의 

SIMS 이미징은 이미 확립되어 그림 2와 같이 암 [2], 혈

관 질환 [3], 등 다양한 바이오 의료 분야에 적용되고 있

다. 현재 암 질환 극복을 위한 연구도 진행 중인데, 항암

제 치료를 하는 경우 여러 항암제 중에 어떤 약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없어 유전체 정보를 활용하

고 있지만 신뢰도가 너무 낮아 큰 의미가 없어 질량분석 

기술을 이용하여 암 조직에서의 많은 대사체 및 단백질체 

정보를 이용하여 항암제 효과 및 저항성 예측 기술을 개

발 중이다. 바이오 SIMS 기술의 발전에 따라 SIMS 장비 

업체의 대응도 빨라져서 최근에는 proteomics 질량분석

에서 널리 사용되는 MS/MS 질량분석기가 추가된 SIMS 

장비도 개발되어 급속히 보급되고 있다. [4]

현재 바이오 SIMS 기술의 한계는 가속 이온빔의 파괴

적인 속성 때문에 지질 분자의 이미징에 국한되어 있고 

단백질 분자는 sputtering에 의해 아미노산 단분자로 완

전히 조각나기 때문에 가스 cluster 이온으로도 단백질 

분자는 SIMS 분석하기 힘들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

[Fig. 1]  (a) Schematic diagram of ion beam sputtering due to 

interactions between an accelerated ion and a solid surface. 

(b) Molecular dynamic simulated results of polyethylene 

oligomer sputtered by a 20 keV C60 cluster ion.

(a)                           (b)

[Fig. 2]  Fig. 2 A gastric cancer tissue imaged by H&E histoimmune-

staining and SIMS imaging demonstrating SIMS spectra 

from cancerous region and normal region can be 

differentiated by statistic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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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특정 단백질에만 특이하게 결합하는 항체에 SIMS 감

도가 매우 높은 금속 산화물 나노입자 (MONP: metal 

oxide nanoparticles)를 결합하여 금속 산화물 나노입자

를 이미징함으로써 단백질을 SIMS로 이미지 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다. 그림 3에 예비 결과가 주어져 있다.

용액속의 세포 바이오 SIMS 분석

SIMS를 이용하여 세포와 생체 조직으로부터 단백질과 

지질 분자의 질량분석 이미징 기술이 완성된다고 하더라

도 분석 기술의 바이오 활용에 남아 있는 문제는 SIMS

가 진공 기술이기 때문에 생체 시료를 진공에 넣기 위하

여 시료를 고화 건조하거나 냉동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

서 본래의 생체 정보가 변형 혹은 훼손된다는 것이다. 특

히 이미징 기술의 공간 분해능이 nm 수준에 도달하고 있

어 본래의 생체 정보가 변형 혹은 훼손되는 문제는 반드

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TEM을 이용한 세포 이미징 기

술에서 사용하고 있는 급속 냉동 기술을 사용할 수도 있

다고 보지만 매우 복잡한 기술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자는 지난 수년간 그림 4와 같이 건조 과정없이 

용액 속의 세포를 single layer graphene을 이용하여 덮

어서 진공 환경에 넣어 SIMS 분석을 하는 기술을 연구하

고 있으며 최근 연구를 완성하여 논문 투고 중이다. [6] 

Single graphene layer가 용액이 진공 환경에서 기화하

는 것을 막아주고 sputtering에서 발생하는 이차이온의 

에너지는 수 eV로 높아 충분히 single graphene layer

에 transient hole을 만들어 통과할 수 있고 transient 

hole은 자발적인 화학 재 결합에 의하여 복구되어 용액

이 새는 것을 막아 초고진공 환경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

이 ab-initio molecular dynamics 계산과 ion dose 의

존성, Raman 분석, 전자 현미경 관찰, 등 다양한 실험을 

통하여 규명되었다.  이 기술은 나노 수준의 분해능에 접

근하는 바이오 SIMS 이미징 기술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세포 및 조직 본래의 바이오 이미징 정보를 변형 없이 얻

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세포막의 다중 분자 나노 이미

징 기술을 활용하여 세포막에 존재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지질 뗏목 (lipid raft)의 직접 이미징 및 분자 조성 

분석을 목적으로 연구 중이다. 세포막에서 단백질 혹은 

지질 상호 작용에 의한 생체 신호 전달 과정을 직접 연구

하는 기술이 확립되면 기존 생물학의 한계를 극복하는 획

기적인 breakthrough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기술

은 현재 differential pumping을 이용한 대기압 광전자 

[Fig. 3]  (a) A MONP conjugated antibody is specifically bound to a 

protein so that the distribution of proteins can be measured 

by SIMS imaging. The red part is a fluorophore and the 

cluster of small green and white dots indicates MONP. (b) 

Fe+ SIMS image and (c) confocal fluorescence image from 

the same region of a hypothalamus tissue stained by Fe3O4 

MONP conjugated NeuN antibody (d) SIMS imaging of 6 

synaptic proteins in the hippocampus CA1 region of a mouse 

hippocampal tissue sample, including AMPAR, MAP2, 

Synapsin1, GFAP (astrocyte), PSD95, and Acetylcholine, in 

delayed extraction mode with a spatial resolution of 300 nm. 

The field of view is 500 μm x 500 μm.[5]

[Fig. 4]  Schematic diagram of a single layer graphene covered wet 

cell for SIMS analysis in ultrahigh vacu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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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법과 달리 진공 환경에서 용액 속의 물질을 다양한 

표면 나노 분석 기술을 이용하여 분석하면 실질적인 다양

한 표면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레이저 탈착과 나노 물질을 이용한 대기압 질량 분석 기술

대기압에서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은 당연히 

레이저이며, 레이저를 이용한 대표적인 질량분석기술

은 2002년에 화학 노벨상을 받은 다나카 고이치에 의

해 개발된 MALDI (Matrix Assisted Laser Desorption 

Ionization) 이다. 이 기술은 생체 시료에 레이저 광에너

지를 받아 단백질 고분자를 기화시키는 열 에너지 완충

재로서 다양한 matrix를 추가하여 생체 시료로부터 단

백질 직접 분석하는 기술로 최근에는 수 μm의 분해능으

로 질량분석 이미징하는 기술로 발전되고 있다. [7,8] 하

지만 이 경우 시료를 화학적으로 처리하고 건조해야 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체 시료에는 적용하기 힘들다. 이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자의 연구실에서는 살아있는 세

포와 생체 조직에 금 나노 입자를 공급하면 살아있는 세

포는 나노입자를 비선택적으로 받아들이어 세포 내에 분

포되며 금 나노 입자에 의해 광에너지를 열에너지로 변환

하여 탈착이 일어나는데 단백질은 관찰되지 않고 지질 분

자가 주로 관찰된다. 탈착된 지질 분자는 그림 5 (a)에서

와 같이 대기압 플라즈마에 의해 이온화되고 진공용기로 

압력 차이에 의해 이동하여 질량분석 된다. 살아있는 해

마 조직의 지질 분자 이미징이 그림 5 (b)에 주어져 있다. 

[9] 조직 절편뿐 아니라 Zebra Fish 지느러미 같은 생체 

조직에도 이 방법이 그대로 적용 가능하여 지느러미 재

생 과정에 대한 연구에도 활용되었다. [10] 흥미로운 것

은 single layer graphene을 조직 시료를 놓는 기판 상

에 올리면 single layer graphene에 의해서도 이러한 레

이저 탈착 이온화 과정이 일어나서 비슷한 질량 분석 이

미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11] 이 경우 살아있는 세포 

조직이 금 나노 입자를 흡수하는 과정이 불필요하게 되어 

분석 과정이 간단해지고 본래 상태의 정보를 더 용이하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MEIS를 이용한 나노 물질 및 액체 계면 구조 분석

[Fig. 6]  6 (a) Schematic diagram illustrating MEIS depth profiling 

analysis. (b) Typical MEIS spectra of HfO2/SiO2 ultrathin films 

on an Si substrate demonstrating composition analysis and 

depth profiling resolution. The peak near 90 keV is from the Hf 

layers of different thicknesses; the edge near 60 keV is from Si, 

which is in the oxide and substrate, while the peak between 

40 and 45 keV is from the O in the SiO2 layer (data provided 

by KMAC, Korea). MEIS, medium‐energy ion scattering

[Fig. 5]  (a) A mass spectrometric system with a combination of 

fs laser oscillator, atmospheric pressure plasma jet, and 

airflow-assisted ion transport. (b) Optical images and mass 

spectrometric images of a mouse hippocampal tissue slice. 

Ion images were obtained from live hippocampal tissues 

of an adult mouse. Ion images were generated with 433 × 

300 pixels covering an area of 1800 × 1500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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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um Energy Ion Scattering (중에너지 이온산란, 

MEIS)는 중에너지 영역의 이온을 시편에 조사하여 산란

입자의 에너지를 측정하여 20 nm 이내의 초박막의 두께 

및 조성 깊이 분포, 양자점, Fin-FET과 같은 3D 나노 구

조 물질의 모양, 조성분포를 원자층 깊이 분해능으로 분

석할 수 있는 비파괴 표면 분석기술이다. [12] 반도체 소

자가 나노 크기 수준으로 작아지고, 양자점 등의 나노 수

준 입자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어, 초박막 및 나노 입자

를 비파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요구가 증

가하고 있으며 나노 소재 및 소자 산업계의 수요를 대응

하기 위하여 nm 위치 분해능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술

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최근 초박막 표면의 조성을 μ

m 위치 분해능으로 정량 분석할 수 있는 TOF-MEIS 장

비가 개발되었다. [13] 또한 개발된 측정기법을 활용하여 

나노 박막, 나노 구조, 반도체 패턴 등의 나노 제품의 표

준 시험 방법을 개발하여 나노 박막 및 나노 구조의 조성 

정량에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MEIS 정량 분석 기술 개

발을 위한 ISO 국제 표준을 개발하여 최종 마무리 단계이

다. 표준화 연구를 [14] 통하여 분석 장비 및 분석 절차에 

따른 차이에 상관없이 박막 두께, 조성에 따른 소자 특성 

분석으로 소자 개발을 시스템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 제

품 개발 및 생산에서 오류를 줄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국내에서 첨단 나노 분석 기기인 TOF-MEIS 개

발은 기기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논문 발표와 특허 등록

부터 시작하여 국제 표준화와 기기 상용화에 이르는 연구 

개발의 전주기를 완성한 예를 보여주었다는 의미가 크다

고 할 수 있다. 최근 평평한 시료 표면을 요구하는 통상적

인 표면분석 기술로 분석하기 힘든 FINFET 나노 구조의 

시편에 불순물 첨가된 As의 분포를 TOF-MEIS로 측정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림 6에서와 같이 보여주었다. [15]

앞에서 이미 기술한 용액속의 세포 바이오 SIMS 분석

을 위해 single layer graphene을 이용하는 방법을 이용

하여 전기 이중층 (electric double layer) 액체 계면 구

조를 TOF-MEIS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연구를 최근 수

행하고 있다.  전기 이중층은 130년 전에 Helmholz에 의

해 발견되었지만 아직 나노 수준의 구조 규명은 아직 되

지 못한 상태이다. 대부분의 나노 표면 분석 기술이 초고

진공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전기 이중층 구조 연구는 한

국에서 최초로 개발된 TOF-MEIS라는 나노분석 기술을 

이용하여 오랜 기간 규명되지 못한 전기 이중층의 구조를 

규명하는 것으로 한국 과학 기술의 연구가 더 이상 선진

국이 개발한 기기와 방법에 의존하여 따라가는 연구가 아

닌 독창적인 연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가 높

다고 본다.  

결론

초고진공 환경에서 활용되어온 가속 이온빔을 이용하

여 고체 표면을 원자수준으로 분석 이미징하는 기술을 세

포 조직의 바이오 이미징에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주

제로 연구를 해 왔고, 최근 10년은 특히 대기압 혹은 용액

과 같은 실제 환경 속의 세포 혹은 재료를 직접 분석 이미

징하는 기술의 개발에 집중하여 연구한 결과를 요약하였

다. 바이오 이미징 분야에서는 SIMS가 가지는 다중 생체 

분자 이미징 기술을 생물학 의학 연구에 적용하여 형광 

이미징 혹은 전자 현미경이 가지는 제한된 분자 정보의 

한계를 넘어 수십, 수백 종의 단백질 지질 다중 생체 분자 

정보를 용액 상의 젖은 혹은 살아 있는 생체 시료에서 나

노 분해능으로 직접 이미징하여 획기적인 바이오 이미징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 현재 기반 기술을 

[Fig. 7]  (a) The structure of a 3D FinFET and As dopant profiles 

were determined by comprehensive simulations of TOF-

MEIS measurements made in three different scattering 

geometries. Just one of the three is shown in (b). The width 

and height of a FinFET and the As doping profiles in the 

top, side, and bottom of fin were analyzed simultaneously. 

(b) MEIS experimental and simulation results from the 

geometry with an incident (polar) angle of 25°, an azimuth 

angle of 97°, and an exit angle of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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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완성된 상태이며 이를 다양한 질병 모델에 적용하

여 혁신 기술의 거부감이 매우 높은 생물학, 의학 분야에 

널리 활용되어 이 분야의 획기적인 발전의 토대가 되고자 

한다. 나노 재료 분야에서는 특히 용액 상태에서의 전극 

계면 구조, 나노 입자와 용액과의 계면 구조, 용액상에서 

물질의 생성 초기 상태, 등에 대한 나노 수준의 연구를 통

하여 부식, 배터리, 촉매, 접합, 에칭, 등의 다양한 나노 

과학 분야에 새로운 기반 기술을 제공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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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원 나노물질 이종 접합 헤테로 구조체의 합성과 응용

머리말

2004 년, 맨체스터 대학의 Andre Geim 교수와 

Konstantin Novoselove 교수가 기계적 박리법으로 그래

핀의 분리를 최초 보고 하고 특이적인 양자홀 효과가 확

인함으로써, 기존에 열역학적 불완전성에 의해 물질이 2 

차원으로 존재하지 못할 것이라는 학설은 반증되었다. 이 

후, 그래핀을 비롯한 다양한 2차원 나노 물질의 제조법

이 개발되었고, 2차원 나노 물질은 2000 년대, 물리, 화

학 및 신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으며, 2010 년 그래핀의 처음 보고한 두 연구자는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층상 결정 구조의 흑연에

서 그래핀 한 장을 분리해 낼 수 있었듯이, 여러 층상 구

조의 무기 결정에서도 원자 수 층 두께의 2차원 나노 구

조체를 분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보고되었

으며, 이론적으로 수 십여개의 2차원 나노 물질의 존재가 

보고된 바 있다. 그 중, 그래핀과 유사한 구조를 가졌지만 

질소와 붕소로 이루어진 육방정계 질화붕소 (hexagonal 

boron nitrde) 를 비롯하여, MoS2, WS2 와 같은 전이금

속이황화물 (transition metal dichalcogenide), 그리고 

흑인 등으로 많은 연구가 되고 있다. 이러한 2차원 나노 

물질들은 종류에 따라, 금속 성질, 반도체 성질, 절연체 

성질의 2차원 나노 물질이 모두 존재하며, 그 특성에 따

라 여러 응용 분야에서의 활용이 기대된다. 

응집물질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연구 분야의 연구 흐름

과 유사하게, 2 차원 나노 물질의 연구 분야의 초기 연

구 동향에서는 한 종류의 2 차원 나노 물질의 특성을 연

구하거나 합성법을 개발 하는 방식의 연구가 주를 이뤘

으나, 최근에는 연구의 발전에 따라 두 종류 이상의 2 차

원 나노 물질의 혼재되어 있는 헤테로 구조체의 연구로 

연구 분야가 확장되었다. 2 차원 나노 물질의 헤테로 구

조체는 기하학적 구조에 따라 반데르발스 헤테로 구조체 

(van der waals hetero structure) 와 층내 헤테로 구조

체 (in-plane heterostructure) 의 두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그림 1에서 보듯이, 반데르발스 헤테로 구조체의 

경우, 종이를 쌓은 것처럼 두 종류 이상의 2차원 물질을 

쌓은 구조의 헤테로 구조를 가르키며, 층내 헤테로 구조

체는 다른 종류의 천을 바느질로 연결한 것처럼 한 평면 

내에 두 종류 이상의 2차원 물질이 연결된 헤테로 구조체

를 의미한다. 이러한 2차원 나노물질의 헤테로 구조체는 

2차원 나노물질 이종 접합 헤테로 구조체의 
합성과 응용

https://doi.org/10.5757/vacmac.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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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두 특성의 2차원 물질의 시너지 효과를 유도하거나, 

서로 특성을 보완해 줄 수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특성을 보여줄 수 있다. 특히 수 십여 종의 2D 나노 물질

을 조합할 경우 수백 수 천개의 다양한 헤테로 구조체가 

형성 가능할 것이므로, 연구 후보군은 무궁무진 하다. 이

번 호의 ‘현재와 미래’ 코너에서는 최근 십년 간 폭넓게 연

구된, 2차원 나노 물질의 헤테로 구조체의 최근 연구 동

향과 앞으로의 전망을 소개하고자 한다.

데르발스 헤테로 구조체

2차원 나노 물질을 레고 블럭처럼 쌓을 경우, 층 간에

는 반데르발스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반데르발스 헤테

로 구조체로 명명되었다. 반데르발스 헤테로 구조체 연구

는 h-BN 을 기판으로 사용하여 그래핀 소자를 만드는 연

구에서 출발하였다. h-BN 위에 그래핀을 전사 시켜, 전

계효과 트랜지스터를 제조할 경우, 일반적인 이산화 규소 

기판을 사용할 때 보다 향상된 전하 이동도가 관찰되었는

데, 이는 기존의 그래핀-이산화규소 접합에서 문제가 되

었던 대전된 결점들이 (charged impurity) 그래핀-h-

BN 접합에서는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래핀/h-BN 반데

르발스 헤테로 구조체의 경우, h-BN이 이산화규소보다 

원자수준의 부드러운 표면을 갖고 있고, 댕글링 본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핀의 전하 이동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 (Nat. Nanotechnol. 2010, 5, 722-726.) 이

러한 연구는 2차원 나노 물질간의 헤테로 구조체가 단일 

물질에 비해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새로운 패러다임

을 제시하였고, 이 후 다양한 헤테로 구조체가 여러 분야

에서 응용 가능성을 인정받으며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반데르발스 헤테로 구조체를 합성하기 위한 방법으

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로는 벌크상태

의 물질을 테이프등을 이용하여 박리하는 기계적 박리

법 (Top-down)과 용액이나 화학기상증착법 (Chemical 

vapor deposition, CVD)을 통하여 합성하는 방법 

(Bottom-up)이 주로 진행되고 있다. 반데르발스 헤테로 

구조체의 기본 물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결정성이 높

고, 결함이 없는 나노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

라서 상대적으로 결정성이 우수한 시료를 준비할 수 있는 

Top-down 합성법이 기초 연구 단계에서 좀 더 많이 활

용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상용화를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scale-up 된 시료의 제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Bottom-

up 방법을 통한 반데르발스 헤테로 구조체 합성은 또 다

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데르발스 헤테로 구조체에서는 2차원 나노물질의 종류

와 쌓음 순서가 그 특성을 결정하게 된다. 그래핀/h-BN

의 반데르발스 헤테로 구조체는 그래핀 기반의 디바이스

에서 h-BN의 유전체로의 가능성을 처음으로 증명하였

다. 위에서 먼저 언급했듯이 그래핀/h-BN 구조는 그래

핀의 우수한 전하 이동도를 유지하는데 우수한 효과를 보

인다. 이러한 효과는 top-down 방법으로 준비된 두 샘

플을 전사하여 제조된 소자에서 확인이 되었다. 이 후, 대

[Fig. 1]  2D 나노 물질의 반데르발스 헤테로 구조체와 평면내 헤테로 구조체

[Fig. 2]  반데르발스 헤테로 구조체의 합성법의 두가지 분류, Top-down 

방식 및 Bottom-up 방식. (Nat. Nanotechnol. 2010, 5, 722-

726., Nat. Mater. 2013, 12, 792-797., Nano Lett. 2012, 12, 

2784-2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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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의 그래핀/h-BN 반데로발스 헤테로 구조체를 합성

하기 위한 연구가 지속되었고, 최근의 연구 결과에서는 

CVD 방법을 이용하여 h-BN 위에서 고품질 그래핀을 합

성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 이렇게 합성된 

그래핀/h-BN 역시 기존 그래핀 소자에 비해 향상된 성

능을 보였으나, top-down 방식으로 제작된 소자에 비교

하여 전하이동도가 낮아, 성능 향상을 위한 연구가 여전

히 필요하다. 그래핀과 h-BN 의 두께는 원자 한 층으로 

그 두께가 매우 얇기 때문에, 터널링 효과 (tunneling)를 

이용하여 전자의 투과가 가능하다. 이를 활용하여 h-BN 

을 터널링 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맨체스터 대학 그룹에서 성공적으로 h-BN/그래핀(top)/

h-BN(4-layer)/그래핀(bottom)/h-BN 의 쌓임 순서

를 가지는 헤테로 구조체 제작하였다. 이러한 구조에서 

h-BN 을 터널링 효과로 통과하여그래핀(top)과 그래핀

(bottom)사이의 전자 전달이 가능하고, 이러한 터널링 

전류는 외부 전기장을 통하여 조절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혀냈으며, 새로운 형태의 소자, 즉 전계효과 터널링 트

랜지스터 (Field-effect tunneling transistor, FETT)

로의 제작이 가능함을 보고하였다. (Science 2012, 335, 

947-950.)  또한, 이 연구를 시작으로 반데르발스 헤테

로 구조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 

이 후, 그래핀과 h-BN 이 아닌, 다른 형태의 2차원 나

노물질 역시 반데르발스 헤테로 구조체의 구성 물질로 활

용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중 MoS2와 WS2 와 같은 TMDs 

와 그래핀 혹은 h-BN 을 접목시키는 연구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그래핀은 여러 분야에서 기판으로의 역

할로 많은 활용이 되었으며, 이러한 연장선 상에서 그래

핀을 기판으로 활용하여 TMD 물질을 합성하는 연구, 즉, 

TMD/그래핀 헤테로 구조체의 합성 연구가 이뤄졌다. 

TMDs는 고유의 흥미로운 전기적, 광학적, 열적, 기계적 

성질을 갖고 있지만, TMD/그래핀에서 독특한 기능을 보

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여러 그룹에서 유기 용매

를 통한 합성, CVD 방법을 통한 합성 등 다양한 전략을 

통해 TMD/그래핀의 합성이 시도되었고, 의미 있는 결과

들이 보고 되었다. 하지만 정확한 TMD층수에 대한 조절

에 대해서는 아직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아있으며, 수 마

이크로미터 수준으로 성장하는 그래핀에서 TMD층은 여

전히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아있다. TMD 를 활용한 연구

에서도 FETT 소자 제작을 위한 연구가 이뤄졌으며, 이 

연구에서는 그래핀/W2/그래핀/h-BN 순서의 반데로발

스 헤테로 구조체가 사용되었다. 절연체성의 h-BN 과 

달리 TMD 물질은 반도체 성질을 가지는데, 외부 전기장

을 조절하여, 일반적인 금속/반도체/금속 접합 구조의 전

자 전달과 터널링효과로 인한 전자 전달 두 모드를 효과

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역시 맨체스터 그

룹에 의해 보고 되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h-BN 을 활

용한 결과에 비해 더욱 향상된 전류의 on/off 비율이 확

인 되었다. (Nat. Nanotechnol. 2013, 8, 100-103.) 

TMD 물질의 경우, 2차원 구조가 되면 벌크 결정과 달

리 직접 밴드갭이 형성되어, 광발광 특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된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TMD 기반 반데르발스 

헤테로 구조체에서는 광전자 소자로서의 특성 역시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 그래핀/WS2  및 그래핀/MoS2 구조에

서 Photovoltaic 효과를 비롯한 광전자 소자로의 특성이 

확인되었으며, 그래핀/MoS2 구조의 경우 광감응 메모리 

소자로의 특성도 보고된 바 있다. 표 1은 그래핀, h-BN 

및 TMD 들을 이용한 반데르발스 헤테로 구조체와 실험

적으로 확인된 특성들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들은 비록 

터널링 효과를 유발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게이트 

전압이 필요하지만, 기존 수평방향의 전자 전달을 이용

한 소자를 넘어서, 수직 방향의 전자 전달을 이용한 반도

[Fig. 3]  그래핀/h-BN 과 그래핀/TMD 시스템을 이용한 전계효과 터널링

효과 트랜지스터의 작동 메커니즘 및 전도 특성 (Science 2012, 

335, 947-950. Nat. Nanotechnol. 2013, 8, 1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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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소자로의 개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소자

의 집적도를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

이라 기대된다.

평면네 헤테로 구조체 (in-plane heterostructures)

h-BN 은 그래핀과 같이 벌집 구조의 원자 배열을 가

지고 있어, 구조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결정의 이종 에

피텍셜 접합 구조와 같이, 2차원 나노 물질 역시 에피텍

셜 접합을 형성할 수 있는데, 3차원 결정의 경우, 평면

의 접합면에서 구조적 유사성이 보인다면, 2차원 나노 물

질의 접합에서는 선형의 접합에서 구조적 유사성을 보인

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또한, 고체 물질에서 표면이 

중요한 역할을 하듯이, 2차원 나노 물질의 가장자리 날 

(edge) 부분은 물질의 특성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

할을 한다. 평면내 2차원 헤테로 구조체를 합성하는 방법

은 1) 치환 반응 2) 평명내 에피텍셜 성장법, 3) 패터닝 기

반 성장 및 치환 방법 순으로 발전되어 왔다. 2010년, 라

이스 대학의 Ajayan 그룹은 평면내 2차원 헤테로 구조로 

분류할 수 있는 h-BNC 을 치환 반응을 통하여 처음 합

성하였다. 초기 합성된 그래핀에 B 와 N 을 도핑하는 실

험을 수행하였고, 투과전자현미경 실험과 X-선 광전자분

광법을 통하여 구성 원소들간의 결합 종류를 규명함으로

써, BNC 구조를 합성할 수 있음을 보였다. (Nat. Mater. 

2010, 9, 430-435.) (그림 4a,b) 2013년, 싱가포르 국립

대학의 Loh 그룹은 그래핀에서 h-BN으로 전환하는 반

응을 진행하는 중에 형성된 붕소-탄소-질소로 이루어

진 alloy를 관찰하였다. 그들은 단일결정 루테늄(0001) 

기판을 이용, UHV 조건하에서 반응을 진행하였다. 그들

은 루테늄 위에 합성된 그래핀 샘플에 고온에서 보라진 

(borazine) 기체를 흘려주었다. 주사터널링 현미경 분석 

결과, h-BC2N 의 구조를 관찰하였다. (Nat. Commun. 

2013, 4, 2681.) (그림 4c,d) 

그 후, 평면내 에피텍셜 성장 방식으로 그래핀-h-BN 

평면내 헤테로 구조체를 형성하는 방법이 개발되었는데, 

이러한 방법은 국부적인 영역에서 그래핀 조작을 합성한 

후, 합성되지 않은 영역에서 h-BN 이 그래핀 모서리 부

분에서 에피텍셜 성장을 하게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래핀의 모서리 부분의 열역학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h-BN이 그래핀과 공유 결합을 형성하며 에피텍셜 성장

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 후, 성장 순서를 반대로 하여, 즉 

h-BN 을 먼저 합성한 후 그래핀을 에피텍셜 성장하는 

반응 역시 보고 되었다. 이러한 방식은 그래핀과 h-BN 

의 접합 부분에서 에피텍시가 잘 유지 될 수 있다는 장점

을 가지지만, 기하학적 구조를 컨트롤 할 수 없다는 단점

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리소그래피 기술을 이용하여 초

기 합성된 2D 나노물질을 패턴닝하고, 그 후, 헤테로 구

조체를 합성하는 연구가 이뤄졌다. 당시, 코넬 대학의 박

지웅 교수 연구 그룹은 그림 5 에서 보여주는 공정 방법

으로 원하는 모양의 그래핀-h-BN 평면내 헤테로 구조

체를 합성하는 방법을 구현하였다. 공정 방법은 그래핀을 

[Fig. 4]  합성된 h-BNC 및 h-BC2N 의 투과전자현미경 및 주사터널링현

미경 이미지 (Nat. Mater. 2010, 9, 430-435. Nat. Commun. 

2013, 4, 2681.)

[표. 1]  다양한 2D 반데르발스 헤테로구조체의 특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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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원 나노물질 이종 접합 헤테로 구조체의 합성과 응용

구리 박막에서 합성한 후, 식각 공정을 통해 원하는 영역

의 그래핀을 제거한 후, 제거된 부분에서 h-BN을 합성

하는 것이다. (Nature 2012, 488, 627-632.) 이러한 방

식을 통하여 원하는 기하학적 모양의 평명내 헤테로 구

조체 합성이 가능하였다. 이 후, 선택적인 영역을 제거하

는 방식이 아닌 치환하는 방식으로 패터닝된 헤테로 구조

체를 합성하는 방법이 개발 되었는데, 이산화규소 층으

로 원하는 영역을 보호하고, 나머지 영역에서 그래핀을 

h-BN 으로 치환하는 방식으로 헤터로 구조체를 구현하

였다. (Nat. Commun. 2014, 5, 3193.) 실제 열역학적으

로 h-BN 에서 그래핀으로의 치환반응은 발열반응이다. 

즉, h-BN 을 그래핀으로 치환하는 역반응은 흡열 반응

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

은 Pt 기판을 촉매로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데, Pt 위에 

합성된 h-BN 은 다른 기판과 달리 메테인 등의 탄소 전

구체를 고온에서 도입할 경우, 그래핀으로 변환이 가능하

다. 이러한 반응 메커니즘을 이용하면, Pt 이 아래 존재하

는 영역에서만 선택적으로 h-BN 을 그래핀으로 전환하

는 공정이 가능하고, 이 방법을 통해서도 그래핀-h-BN 

헤테로 구조체를 형성할 수 있다. (Nano Lett. 2015, 15, 

4769.) 그래핀-h-BN 의 평면내 헤테로 구조체의 경우 

구조적으로 흥미로운 부분을 넘어, 접합 부분에서 독특한 

전기적, 자기적 성질이 기대 되고 있다. h-BNC의 경우 

밴드갭이 없는 그래핀과 달리, 18 meV의 밴드갭이 온도

의존 저항 측정 실험을 통해 밝혀졌고, h-BC2N 구조에 

대한 주사터널링분광법으로 2 eV 의 밴드갭이 확인되기

도 하였다. 하지만, 접합 부분의 모서리가 가지는 특성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TMD 물질의 경우, 중앙 층의 전이 금속 원소와 위, 아

래 층의 16 족 원소로 이뤄진 원자 3층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그래핀이나 h-BN 과의 평면내 에피텍

셜 결합은 불가능 하지만 다른 두 종류의 TMD 물질간 평

면내 헤테로 구조체의 형성은 가능하다. 특히 반도체 성

질을 가지는 TMD 의 경우 이러한 평면내 헤테로 구조

체는 다양한 목적으로 응용될 수 있다. TMD 물질의 경

우, 위 아래층의 16족 원소의 배열에 따라, 1T 와 2H 두

가지 상 (phase)의 결정 구조를 가질 수 있다. TMD 물질 

중 가장 대표적인 MoS2 의 경우, 2H 상의 구조가 열역

학적으로 좀 더 안정하며 반도체 성질을 가지고, 1T 상의 

경우 금속성 성질을 가진다. 1T 구조는 열역학적으로 좀 

더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n-도핑이 일어날 경우, 2H 

상에서 1T 상으로 상 전위가 가능하다. 이를 이용하여, 

1T-MoS2 와 2H-MoS2 가 접합된 평면내 헤테로 구조체

의 형성이 가능하고, 이 경우, 금속-반도체 접합을 형성

하여, 두 접합 사이의 접합 저항을 줄여 소자의 특성을 향

상시킬 수 있다. 또한, n 형의 MoSe2 와 p 형의 WSe2 접

합을 형성하여, 원자 수준으로 얇은 PN 접합 다이오드 소

자를 제작할 수도 있다. 

맺음말

2차원 나노 물질의 경우 여전히 지속적인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페로브스카이트나 맥신등의 새로운 2차원 

나노 물질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2차원 나노 물질

간의 헤테로 구조체 역시 2차원 나노 물질의 종류가 다양

해짐에 따라 그 대상이 점점 확장되고 있으며, 여러 응용 

분야에서 새로운 조합의 헤테로 구조체가 다양한 방식으

로 연구 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반데르발스 헤테로 구

조체와 평면내 헤테로 구조체에 한하여 2차원 헤테로 구

조체를 소개하였으나, 나아가, 평면내 헤테로 구조체를 

쌓아 올리는 형태로 두 방식을 조합하는 헤테로 구조체의 

연구도 지속적으로 진행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반데

르발스 헤테로 구조체 내에서 층간 공유 결합을 도입하는 

현태의 반응 개발로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

태의 소재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되고 있으며, 이러

한 물질들은 최근 주목받는 에너지나 촉매 분야에서 우수

한 특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Fig. 5]  패터닝 재성장법을 통한 2D 평면내 헤테로 구조체 제조 공정 

(Nature 2012, 488, 627-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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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그래핀은 2010년에 설립되어 그래핀 및 그래핀관

련 소재, 그래핀 장비, 그래핀 응용 제품에 이르기까지 

그래핀과 관련된 모든 것을 취급하는 그래핀 전문 기업

이다. 특히, 전자 산업과 관련성이 깊은 CVD(chemical 

vapor deposition)로 합성한 고결정성 그래핀의 대량 생

산과 그래핀 필름 히터를 이용한 응용 제품의 상용화로 

국내의 그래핀 산업을 이끌어 가고 있는 벤처 기업이다. 

최근에 CVD 그래핀의 고속 대량생산 기술 개발을 계기로 

㈜참트론에서 ㈜참그래핀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그래핀 

소재의 대량 공급과 응용 제품의 출시로 본격적인 그래핀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graphene은 탄소 원자로 이루어진 완전한 이차원 물

질로서, 흑연을 뜻하는 'graphite'와 탄소이중결합을 가

진 분자를 뜻하는 접미사 '-ene'를 결합하여 붙여진 이름

이다. 이 그래핀이 안드레 가임과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에 의해 처음 발견된 후 올해로 16년째가 되었다. 그래핀

은 완전한 2차원 물질이라는 특징으로 전세계적으로 많

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다양한 영역에 걸쳐 많은 연구

들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그래핀의 다양하고 특이할 만

한 특성들이 알려지면서 미래 신소재의 대표주자로 자리 

매김 되었다. 즉, 그래핀은 200,000 cm2/V•s의 매우 높

은 진성(intrinsic) 전자이동도, ~5000 W/m•K의 높

은 열전도도, ~1.0 TPa의 영율계수를 갖고 있으며, 또한 

한 층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시광선에 대한 흡수량

이 매우 낮아 550nm의 파장을 갖는 빛에 대한 투과율이 

97.7%로써 전기적, 열적, 기계적, 광학적으로 우수한 특

성들을 가지고 있다. 한 마디로 구리보다 100배 이상의 

전기전도성을 가지고 단결정 실리콘보다 100배 이상 전

자의 이동성이 빠르며, 강도는 강철보다 200배 이상 강하

고, 최고의 열전도성을 자랑하는 다이아몬드보다 2배 이

상 열전도성이 높으며, 탄성도 뛰어나 늘리거나 구부려도 

전기적 성질을 잃지 않으며 투명하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그래핀 두 층의 격자가 1.1° 틀어져서 생기는 초격자 구조

에서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알려지면서 그야말로 

만능 나노소재로 인식되고 있다. 

그래핀의 생산은 대표적으로 흑연을 분쇄(전기, 화학, 

기계적 방법)하여 제작하는 방법과 CVD 방법으로 합

성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고품질의 그래핀을 가

참그래핀은 그래핀 전문 기업이다.

김용기

│연구실·기업체 탐방│ 

<저자 약력>

김용기 대표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박사. (주)참그래핀 대표로서 2010년 창업하여 그래핀 사업화를 위한 죽음의 계곡을 9년째 

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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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은 CVD 방법의 하나인 

TCVD(thermal CVD)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2010년도 전후로 전세계적으로 그래핀에 대한 많은 투

자와 기술개발이 진행되면서 한때 그래핀 바람이 불기도 

하였으나 연구개발 결과들이 상용화로 연결이 되지 못하

면서 상용화에 대한 회의와 피로감, 실망감이 쌓여져 왔

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개발과 투자가 활

발히 진행되고 있는 영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그래핀의 상

용화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면서 그래핀 산업에 대한 기대

감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추세이다. 한마디로 현재의 그

래핀 산업은 전세계적으로 전형적인 hyper cycle1)의 3단

계인 환멸단계에서 4단계의 계몽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내의 그래핀 기술은 한 때 세계최고의 기술을 자랑하

였으나 상용화 문턱을 넘지 못하고 투자와 관심이 멀어지

면서 지금은 영국과 중국의 상용화 기술에 뒤쳐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내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디

스플레이와 같은 전자 산업과 관련성이 깊은 CVD로 합

성한 고결정성 그래핀에 대한 기술은 여전히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핀이 많은 우수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상용

화에 성공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낮은 생산성이

다. 그래핀의 낮은 생산성은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을 

낮추고, 다양한 응용제품의 개발을 제한하게 함으로써 그

래핀만의 특화된 응용 제품이 개발되지 못하게 하고 결과

적으로 그래핀의 상용화에 성공하지 못하게 하는 근본적

인 원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핀 대량생산 기술 (roll to roll CVD 기술)

참그래핀은 한국이 디스플레와 반도체 산업의 발달로 

경쟁력 있는 IT 산업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어 고품질 그

래핀 시장에 유리하다는 판단으로 2013년부터 본격적으

로 Roll to Roll TCVD(thermal CVD) 기술 개발을 시작

하였다. Cu foil을 촉매로 사용하는 고품질 그래핀의 합

성은 Cu의 surface melting이 일어나는 높은 온도(Cu 

녹는점 1085도)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구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온도의 균일도를 확보하는 것은 기본이

고, 특히, 공정 온도가 Cu 표면이 녹는 매우 높은 온도이

기 때문에 rolling 되는 Cu foil의 온도를 직접 측정할 수

가 없는 상황에서 Cu foil이 순간적으로 녹거나 rolling으

로 끊어지지 않도록 winding해야 하는 기술과 정밀한 온

도 조절 기술이 필요하며, 이러한 문제들은 조그만 변화

에도 민감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설비 제작에 많은 경

험을 요구한다. 또한, 합성된 그래핀이 손상되지 않도록 

감으면서 사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기술과 Cu foil의 

열팽창(1000도의 온도 차이) 차이로 인한 구김 현상을 방

지하는 기술도 매우 중요하다. R2R 공정은 온도, 공정압

력, 가스의 분압 뿐만 아니라 rolling speed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공정 조건을 확보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

다. 특히, 그래핀처럼 온도에 민감한 공정의 경우 rolling 

speed에 의해 foil의 온도가 달라지고 Cu에 녹아 들어

가는 C의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rolling speed가 달라질 

때마다 새로운 공정 조건을 찾아야 한다. 참그래핀은 6

년여에 걸쳐 이러한 난제들을 자체 기술개발을 통해 해

결 하였으며, 최근에 300mm 폭의 R2R TCVD를 통하여 

1,000mm/min의 속도로 그래핀을 합성하는데 성공고 1

개월만에 2,000mm/min의 기록적인 속도로 그래핀 합

성에 성공하였다. 이렇게 고속으로 합성한 그래핀은 수십

um 이상의 결정 크기와 높은 결정 균일성을 가지고 있으

며, 98% 이상의 single layer로 잘 합성이 되었음을 확

인 하였다. 또한, Cu와 그래핀의 열팽창과 수축의 차이에 

의해서 생기는 그래핀 wrinkle의 경우도 200mm/min의 

저속으로 합성하는 경우보다 뚜렷하지 않고 미세하게 나

주1)  Hyper cycle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었을 때 그 기술의 성숙 단계에 대한 주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기술촉발(technology trigger)단계, 부풀려진 기대 정점(Peak 

of Inflated Expectations)단계, 환멸(Trough of Disillusionment)단계, 계몽(Slope of Enlightenment)단계, 안정적 생산(Plateau of Productivity)단계의 5단계로 표

현된다.

[Fig. 1]  좌: 2,000mm/min으로 그래핀을 합성한 Cu foil, 120m 롤 사진, 

중: 합성된 그래핀의 SEM, 우: PET에 전사된 그래핀 필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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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났으며 면저항에 있어서도 동등한 수준으로 유지됨을 

확인하였으며, 공정의 반복과 결과의 재현을 확인함으로

써 CVD 그래핀 상용화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고속, 대

량 생산 기술을 확보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기술개

발 과정의 결과로 해외 특허 2건 등록과 4건에 출원 중에 

있으며, 국내 특허 10건의 등록과 7건이 출원 중에 있다.

R2R TCVD의 장점

R2R TCVD기술이 매우 까다롭고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을 해야 하는 

이유는 R2R 공정이 갖는 생산성에 대한 장점 때문이다. 

어떤 제품이든 생산된 제품이 일관되고 균일한 품질을 담

보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제품 생산이라 할 수 없다. 이

렇듯, 생산성은 제품 생산의 속도뿐만 아니라, 생산 제품

의 항상성도 포함한다. R2R 공정은 연속적인 roll 공정

으로 생산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roll 공정이 끝날 때까지 동일한 품질로 생산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생산성이 높은 기술이라 할 수 있

다. 뿐만 아니라, roll 장비는 설비가 차지하는 공간이 작

고 한 사람이 여러 대를 동시에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경제적인 장점이 있다. 또한, 생산된 제품이 roll 형

태로 보관 및 운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산된 제품의 관

리가 용이하고 후속 공정으로의 연결성이 좋아 생산 수율

을 높일 수가 있다. 실제로 고온에서 그래핀이 합성된 Cu 

foil은 콧바람에도 구겨질 정도로 매우 연성이 높아 낱장

의 sheet일 경우 후속공정(전사공정)으로 이송하거나 준

비하는 과정에서 매우 높은 불량률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고품질 그래핀

참그래핀은 이러한 CVD 그래핀의 고속 생산 기술뿐

만 아니라, 고품질의 그래핀 생산을 위한 기술도 보유하

고 있다. 고품질 그래핀을 합성하기 위한 촉매 금속으로 

가성비가 가장 좋은 것이 Cu foil이다. 그래핀과 Cu(111)

면의 원자격자의 mismatch 는 3~4% 정도로 매우 작아 

고품질의 그래핀을 합성하기 위한 촉매기판으로 Cu(111)

면이 매우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일반적

인 Cu foil의 경우 다결정 구조를 이루고 있어 고품질 그

래핀 합성에 한계가 있다. 참그래핀에서는 2018년도부

터 R2R 공정으로 99% 이상 Cu(111)면으로 이루어진 고

결정성 Cu foil을 생산하고 있다. <그림 2>은 R2R 공정

으로 열처리한 Cu foil의 EBSD(electron backscatter 

diffraction) 분석 이미지로서 99% 이상 Cu(111)면으로 

결정화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는 Cu(111)면으

로 결정화된 foil 위에 합성한 고품질 그래핀의 Raman 

spectrum이다. 이러한 고결정 Cu(111) foil과 고품질 그

래핀이 합성된 Cu(111)은 연구용으로 sheet 및 roll의 형

태로 여러 연구기관에 판매가 되고 있다.

응용제품

이러한, R2R CVD를 이용한 고품질 그래핀의 생산성에 

대한 확고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그래핀 면발열 히터를 시

작으로 다양한 그래핀 응용 제품을 개발하고 일부 제품화

하여 시장에 판매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그래핀 면발

열체를 설계, 제작 판매하고 있으며 가격과 품질 경쟁력

으로 최근에는 중국으로 수출을 시작하여 추가 물량에 대

한 계약이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는 그래핀 면발열 히터

의 응용 제품으로 눈마사지기와 복대 등을 직접 제작 판

매함으로써 그래핀에 대한 시장의 인지도를 높이고 그래

[Fig. 2]  고결정 Cu(111) foil의 EBSD 이미지

[Fig. 3]  고결정 Cu(111) foil에 합성한 그래핀의 Raman spect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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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 시장을 넓혀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현재의 그래핀 기술의 수준으로 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시장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래핀 산업

은 꽃이 피기도 전에 경쟁 소재산업에 밀려 고사할 수도 

있다. 굳이 고부가가치의 첨단 제품이 아니라도 그래핀이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이고 다양한 시장이 존재한다는 것

을 널리 알림으로써 보다 많은 응용 제품의 개발과 그래

핀의 대중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것이 고부가가치의 첨

단 기술에 적용될 수 있는 수준의 그래핀 품질의 개발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한다. 그것이 그래핀 산업이 살아 남

을 수 있는 길일 것이다. 올 겨울은 그래핀 히터로 모두가 

따뜻한 겨울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기타 품목

참그래핀은 그래핀 소재와 그래핀 합성에 필요한 다양

한 Cu foil의 공급뿐만 아니라, 산업용 Cu 합금 및 고순

도 Cu 소재를 공급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lead frame 

용 Cu합금과 2차전지 lead tap용 무산소 Cu strip, 고전

력 스위치용 Cu 합금 및 무산소 Cu 소재는 산업용으로 

공급을 하고 있으며 가속기에 사용되는 초고순도 Cu 소

재, 전자가속기, wave guide 등의 연구용 특수 부품도 

국내에 공급하고 있다. 또한, x-ray window용 고순도 

Be과 초전도 wire, Ti 형상기억합금 등 특수 금속과 각파

이프나 flat wire와 같은 특수 전기 모터용 권선코일도 주

문 공급하고 있다.

[Fig. 4]  좌: 다양한 모양의 그래핀 면발열 히터, 중: 그래핀 히터의 눈마사지기, 우: 그래핀 히터의 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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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기술은 길이 단위인 나노미터(nm) 스케일에서 발

현되는 소재의 다양한 물성 (기계적 특성, 광학 특성, 전

자기 특성, 열 특성 등)이 벌크 스케일에서 가질 수 없는 

특성을 갖게 되는 현상을 이용하는 기술 분야이다. 국내

에서 나노기술은 일반적으로 나노소재, 나노소자, 나노에

너지, 나노바이오, 나노공정, 나노측정 등으로 분류되기

도 한다. 이러한 나노기술은 너무 작은 스케일의 소재를 

매체로 하기 때문에 쉽게 보이지 않는 특징을 갖지만 다

른 많은 기술(표면처리, 바이오, 촉매, 전지 등)과 융합하

여 새로운 응용기술들을 창출하고 있는 기반기술이다.

국내의 나노기술은 2001년 정부 정책 및 투자로 시작하

여, 여러 분야의 기초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면서, 에너

지, 반도체, 헬스케어 등 다양한 신산업 분야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인지하지 못한 채 스며들어 활용되고 있

다. 놀랍게도, 20년이 채 안되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전

문가들의 관심 영역에서 이제는 초·중·고 및 일반 대

중 영역으로까지 확산되어 ‘나노’라는 단어가 더 이상 낯

설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 나노기술의 시작, 발전 

경과에 대해 살펴보고, 나노기술의 향후 전망을 예측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나노기술의 학문적 관점보다는 

나노기술을 바라보는 거시적 관점에서 나노기술정책, 나

노기술 연구개발 투자현황을 돌아보고 향후 나노기술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제언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나노기술개발 정책의 발자취 

나노기술은 다양한 산업, 과학기술에 활용되어 기술혁

신을 일으킬 수 있는 기반기술로서 과학기술 선진국에서

는 2000년 초부터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대적인 연구

개발투자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정부 주도의 투자정책이 

이루어져 오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일찍이 나노기술의 혁

신성과 미래기술 기반성을 인지하고 과학기술계 전문가

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국내 나노기술 발전을 위한 투자 

계획을 수립하였다. 2002년 나노기술의 연구기반을 조

성하고 나노기술의 체계적인 육성 및 발전을 촉진하고자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나노기술은 정부 주도의 지속적인 투자로 현재 글로벌 선

도그룹의 기술력을 갖게 되었다. 

국내 나노기술은 나노종합발전계획, 국가나노기술지도 

등과 같은 주요 정책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정부는 나노기술분야의 국내

나노기술정책 현황 및 전망
https://doi.org/10.5757/vacmac.6.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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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국가나노기술과 나노융합산업 경

쟁력을 높이기 위해 2001년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을 수

립한 이후 5년마다 갱신하고 시행하고 있다. ‘18년까지 나

노기술분야에 모두 약 6조 2,800 여억원을 투자하였는데, 

그중 연구개발에 5조 1,400 여억원을 집중 투자하여 대한

민국이 글로벌 나노기술강국으로 도약하는데 결정적 역할

을 하였다.[나노기술연감 2018] 현재는 제 4기 나노기술종

합발전계획(’16~‘25)이 실행 중이고, 현재 ’21년에 추진될 

제5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산·학·연·관

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 또한 매 년 나노기술발전시행계획

을 범부처 차원에서 수립하여 해마다 나노기술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 국가나노기술지도 : 급변하는 나노 기술 변화를 반영

한 미래 사회의 과학기술과 산업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

록, ‘나노기술개발촉진법‘을 근거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는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향후 10년의 나노기술 로드맵으

로 활용될 수 있는 국가나노기술지도를 ‘08년부터 5년마

다 수립하여 제공하고 있다. ‘18년 6월에 수립 확정된 제 

3기 국가나노기술지도는 미래사회 3대 목표(편리하고 즐

거운 삶, 지구와 더불어 사는 삶, 건강하고 안전한 삶)를 

달성하기 위해 ’나노기술로 구현하는 기술 30‘을 선정하

였고, 이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나노기술 70개로 상세 나

노기술 로드맵을 수립하여 향후 나노기술 연구개발의 이

정표 역할을 하고 있다.[국가나노기술지도 2018]

■ 나노융합산업 고도화 전략: 과거의 나노융합산업 육

성정책의 주요 성과분석을 통해 나노기술의 미래 위상을 

제시하고, 제조업위기 극복,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 성

장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산업통장자원부가 수립한 전략

(2018년)으로 ‘나노융합산업 고도화로 5대 신산업 혁신·

성장 견인’을 위한 세계일류 나노융합제품 20개 확보를 목

표로 3대전략·6대실행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5대 신산

업: 미래자동차, 디스플레이, 에너지·환경, 스마트홈, 바

이오·헬스, 6대실행과제: 나노융합기반 5대 신산업 혁

신·성장, 나노융합기반 기존산업 고도화, 4차 산업혁명 

대응 초연결 기반제공, 신수요 맞춤형 혁신 나노소재 개발, 

나노융합기업 창업 활성화, 나노융합산업 전문인력 양성) 

한편, 과학기술 선진국에서도 2000년 이후 나노기술을 

진흥하기 위한 국가적 정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 있는

데, 최근 정책의 특징은 나노기술의 지속적인 발전뿐 아

니라 상용화를 통해 나노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경

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노기술 연구개발 현황

■ 산업통상자원부 투자 연구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

부, 교육부, 산업통장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정부 출

연연구기관 등에서 나노기술분야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 현재는 제4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에 근거하여 4

차 산업혁명의 트리거링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선도 나노

기술,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나노산업화 확산 촉진 및 미

래사회 변화대응 나노기반 확충을 위해, 나노소재기술개

발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소재디스커버리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노융합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산업통장자원부), 나노융합2020사업(과기정통부/산업부 

공동)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

다. 2020년부터 나노·미래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과학

기술정보통신부)을 통하여 新IoT, 그린 에너지, 건강 100

세, 공공/안전 분야에서 기술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나노 

및 미래소재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향후 12년동안 지속적

인 투자를 새롭게 시작하고 있다. 또한, 2021년부터 나노

융합 혁신제품 기술개발사업(산업통상자원부)을 통해 미

래유망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나노융합 혁신제품 개발

을 위한 투자가 계획되어 있다.

■ 민간 투자 연구개발: 민간영역에서도 나노기술 및 

응용분야에 활발히 연구개발에 투자를 해오고 있는데, 

‘17년 기준 약 10조 9,000여억원이 나노소재, 나노전

자, 나노바이오·의료, 나노장비 분야에 투자되어 나노

융합산업을 창출에 기여하여 왔다. 주로 대기업에서 주

주요국 정책 현황 [나노기술연감 2018]

미
국

-  2001년 National nanotechnology initiative(NNI)를 수립하여 나
노기술 육성

-  ’16년 5기 NNI를 수립하여 나노기술 상용화 와 나노기술 기초연구 
확대로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경제성장 촉진 (3년마다 NNI 발표)

E
U

-  Horizon 2020(‘14~‘20)을 기반으로 미래혁신과 산업경쟁력 강
화 추진 

-  나노기술 관련 5대 분야 집중 투자, 기초부터  상용화에 이르는 
파이프라인 구축 (NMBP-나노기술, 첨단소재, 바이오기술, 첨
단제조, 공정)

일
본 

-  제 5기 과학기술기본계획(‘16 ~ ’20)을 근거로 문부과학성, 경
제산업성, 과학기술진흥기구(JST) 등을 중심으로 나노기술 및 
재료 연구개발 추진 

-  기초연구진흥 연구개발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등 8대 그랜드 챌
린지 추진 (바이오-나노, 반도체, 인프라재료과학, 나노-IT-메
카 통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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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적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중소·중견 기업의 투

자도 연 5,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민간의 나노기술 투

자는 주로 연구개발과 설비투자에 집중되어 매출과 연

결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민간투

자 결과로, 2017년 기준 국내 나노융합산업분야의 기

업은 700여개에 이르고, 관련 매출액 약 145조원, 종업

원 약 15만 여명으로 점증적 성장세에 있다.[나노기술연

감 2018] 여기서 매출의 대부분은 반도체 분야에 편중되

어 있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 민간영역에서 나노기술

은 두 가지 방향, 즉, 나노기술로 기존기술을 향상시키는 

‘nanotech-assisting’ 관점과 나노기술이기 때문에 가능

한 ’nanotech-enabling’ 측면에서 연구개발이 투자되어 

왔다. 그동안은 나노기술의 접목을 통한 품질개선이나 응

용이 주를 이루었지만, 향후 나노기술의 응용과 혁신을 

바탕으로 후자를 이용한 상용화가 획기적으로 확산될 것

이다. 이와 같은 nanotech-enabling 을 통한 혁신제품

의 출현으로 나노융합산업이 다양한 응용을 바탕으로 확

산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나노인프라 현황: 나노기술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발

전을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는 나노인프라 확충

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나노관련 공정, 측정/분

석 지원을 위해 연구분야별, 지역별 거점으로 6개 나노인

프라 시설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다. 즉, 나노종합기술

원(대전), 한국나노기술원(수원), 나노융합기술원(포항), 

나노기술집적센터(광주, 전북), 나노융합실용화센터(대

구)가 단계별로 설립되어 산·학·연에 나노기술 지원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18년 기준 5,600여명/년이 혜

택을 받고 있다.[나노기술연감 2018] 나노인프라를 통해 

나노분야 표준공정 플랫폼, 시험·인증 서비스로 기업지

원을 강화하고, 산·학·연 나노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그 외에도 나노특화시설

을 보유하고 산학연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다양한 기관들

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반도체팹,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중앙

기기센터 등)

 ■ 나노안전성 표준화 현황: 나노기술의 시작점인 나노

소재의 경우 나노스케일의 특징으로 인체와 환경에 유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노기술의 발전 뿐 아니라,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성에 대한 대응연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정부에서는 범부처 대응으로 OECD 나노물질

작업반(WPMN)에 참여하여 나노안전성 국제표준 제정·

도입, 제조나노물질 측정·분석법, 안전성·유효성 평가 

및 표준나노물질개발 등 나노안전성관련 연구개발을 지

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국민에게 다가서는 나노활동: 나노기술은 전문가 영

역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도 쉽게 이해하고 다가

갈 수 있을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 나노 전문가들은 나노

코리아 행사에서 초·중·고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중·

고교 과학교사 워크숍을 통해 어렵게만 느껴지는 나노기

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

다. 또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지상방송의 

친숙한 프로그램과 유튜브를 통해 나노관련 전문가들의 

경험과 최신 연구성과를 이해하기 쉬운 강연으로 대중화

하고 있을 뿐아니라, 대학(원)생들의 학문적 관심을 끌어

올리며 미래 나노기술 인재양성을 위한 나노영챌린지사

업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나노기술에 관심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과 함께하는 나노플러스’ 프로그램을 통해 

최신 나노기술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나노융합산업 진

흥에 일조하고 있다.      

나노기술의 나아갈 방향

그동안 국내 나노기술은 ‘나노기술개발촉진법’에 근거한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국가나노기술지도 등 정부의 정책

적 지원과 함께 산·학·연의 적극적 참여로 나노기술분

야 글로벌 선도수준으로 인정받을 만큼 발전하여 왔다. 

하지만, 다양한 학문과 응용분야에 기반기술로 활용되

고 있음에도 눈에 띄지 않는 나노기술의 특징으로 투자효

과의 가시성이 미흡하여 투자대비 성과에 대한 의구심 나

타날 수 있다. 때문에 나노분야 산·학·연 전문가들의 

다음과 같은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정부 정책 

수립시 현장의 산·학·연 전문가는 의견수렴과정에 적

극 참여해야 한다. 현업에 바쁘더라도 현장 상황과 향후 

전망 등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전달되어야 

시기적절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다. 이러한 정책 및 사업 

투자는 연구현장의 구성원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업

데이트되며 수립되고 계획될 것이다. 둘째, 연구자는 서

로 경쟁도 하지만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국내 고유의 나

노기술 확보를 위한 융합연구를 통해 나노기술의 기반성

을 혁신성으로 발전시켜 nanotech-enabling 기술을 창

출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대표적인 나노소재의 하

나인 탄소나노튜브의 경우, 90년대 중반 연구결과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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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된 이후 소재 전문가의 다양한 연구성과(특성제어, 대

량생산 공정기술 등)가 쌓인 20여년이 지난 최근이 되어

서야 배터리 소자기술과 융합되어 전자제품 상용화에 적

용되는 의미있는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

이 나노기술의 성과가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연구자간의 

융합연구가 필수적이다. 셋째, 나노기술의 개발 및 활용

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나노인프라의 지속적 투자가 중

요하다. 나노인프라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므로 지속적 투

자가 필요하며, 동시에 나노팹 시설 활용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과 방안이 수립 실행되어야 한다. 즉, 정부의 전

폭적 지원과 함께 나노인프라 관련자들의 책임있는 운영

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나노기술관련 정책을 촉진하고, 나노융합산

업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나노기술의 지속

적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산·학·연 전문가의 적극적 참여

와 융합이 기대된다.

[1] 나노기술연감(2018)
[2] 국가나노기술지도(2018)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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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학회 홍보잡지인 진공이야기의 편집위원장인 박용

섭 교수로부터 야구와 관련된 글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

고 당황함을 넘어 당혹스러웠다. 비록 다른 사람들 보다

는 이런 저런 이유로 야구에 비교적 많은 시간을 할애하

고 살아가지만 전문 야구인도 아니고 야구와 무관한 일

을 하고 있는 나에게…. 이런 요청을 받고 처음으로 야구

와 관련하여 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다. 한국프로야구

(KBO) 경기뿐만 아니라 미국 메이저리그(MLB) 야구 경

기도 두루 챙겨보며 나름 경기를 분석하고 이런 저런 작

전을 세웠으면 어땠을까 생각하기도 한다. 선수들의 기

록과 수비/공격 자세를 보고 평가를 해보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두 개의 야구팀에 소속되어 

사회인 리그 경기를 뛰고 있다. 우승도 몇 번했고, 아직 

끝나지 않은 2019시즌에서 참여하는 리그 1위로 플레이

오프에 진출해 있다. 글러브를 끼고 공을 받고 던지며, 배

트를 휘두르고 출루를 하게 되면 한 베이스라도 더 가려

고 전력 질주를 하고…  야구를 더 잘하기 위해서 종종 레

슨을 받고, 레슨을 받다 허리를 다쳐 힘들어도 복대를 메

고 야구경기를 뛰고 있는 모습이 가히 정상은 아닌 듯 싶

다. 심지어 야구학회의 이사로 활동을 하는 것을 옆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야구를 단순히 즐기는 - 야구 경기를 보

거나 실제로 하는 - 걸 넘어 야구를 “학문”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게 의아하면서도 신기할 수 있으리라. 야구의 무

엇이 이렇게 야구에 시간을 쏟게하는지 궁금할 수 있을거

라 생각이 든다. 이 글에서는 다른 구기 종목과는 다른 야

구만이 가지고 있는 색다른 매력을 철저히 필자의 개인적

인 관점으로 풀어 내려고 한다.

야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있는 스포츠라고 할 수 

있다. 2017년 프로야구 시즌의 총관중수는 840만명을 돌

파했다. 이는 매경기 만이천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야구

야구의 매력

권영균 | 경희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융합카페│ 

<저자 약력>

권영균 교수는 서울대학교에서 물리학 학사와 석사를, 미시간주립대학교에서 고체물리학이론으로 박사를 받았다. 이후 캘리포니

아대학교 버클리에서 박사후 연구원과 Nanomix, Inc.에서 연구원을 거친후 미국 매사추세츠대학교 로웰에서 조교수를 역임하였고, 

2008년부터 경희대학교 물리학과에서 교수로 재직중이다. 과학교양도서 <빅뱅에서 인간까지>의 대표저자이다.

[Fig. 1]  사회인 리그 경기에 참가하여 타격하는 필자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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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야구가 다른 운동 종목에 비

해서 진입장벽이 높은 것을 생각해 보면 좀 의아하다. 모

든 스포츠 경기는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에 적용되는 많

은 세부 규칙에 따라 진행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을 가

지고 하는 스포츠는 경기 규칙을 제대로 알지 못해도 실

제로 경기하는 것을 보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예를 들

어 축구, 농구, 핸드볼, 하키 등은 발(종종 머리, 가슴도 

이용), 손, 스틱을 이용하여 골대나 바구니 안에 공(또는 

퍽)을 넣으면 점수를 따고, 네트가 중간에 있는 배구, 테

니스, 탁구, 배드민턴 등은 손이나 라켓으로 공(또는 셔틀

콕)을 쳐서 네트를 넘겨 상대방 코트로 보내 상대가 되받

아 넘기지 못하면 점수를 따게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

다. 하지만 이에 비하여 야구는 경기를 몇 번 본다고 해서 

경기 규칙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사실 야구 경기 규칙

은 세세한 부분으로 들어가면 실제 야구전문가들도 규칙

집을 따로 보지 않으면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만

큼 매우 복잡하다. 심지어 실제 경기가 진행되면 어떤 규

칙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들이 벌어

지기도 한다. 차이는 이것만이 아니다. 축구는 전반과 후

반 사이에 한번 잠깐 쉬고 경기가 계속해서 진행되어 박

진감이 느껴진다. 이에 비해 야구는 각 팀이 공격과 수비

를 9번씩 번갈아 가며 진행하기 때문에 서로 자리를 바꾸

느라 중간에 17번이나 경기를 중단하고 선수들이 운동장

에 나갔다 들어갔다를 반복한다. 공격/수비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소위 “볼데드(dead ball)” 상황이 많이 발생하

여 야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대부분의 선수들

은 덕아웃에 앉아서 쉬고 있거나 경기장에서도 어슬렁거

리는 등 박진감도 떨어지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다. 실

제 야구 한경기의 경기 시간은 평균적으로 3시간 정도인

데 그 중 실제 인플레이(in-play) 시간은 대략 20분 정도

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야구장에서 졸고 있는 사람들

을 보는게 어렵지 않다. 아마 야구의 인기가 궁금해 친구 

따라 야구장에 간 야구를 잘 모르는 사람일 것이다. 그렇

다면 경기 진행이 직관적이지도 않고 복잡한 경기규칙에 

대부분의 시간이 경기 진행보다는 볼데드 상황으로 흘러

가 박진감도 떨어지는 야구에 왜 관중이 가장 많이 몰리

고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종목이 된 것일까?

심지어 보는 것을 넘어 실제로 하는 야구의 인기 또

한 가히 폭발적이다. 필자가 활동하는 사회인 야구에 

대해서 소개를 할까 한다. 현재 사회인 야구는 게임원

(GameOne, www.gameone.kr)1)이라는 통합된 조직에

서 대부분의 사회인야구리그의 경기 운영과 선수들의 기

록을 관리하고 있다. 2020년 2월6일 현재 게임원에는 등

록된 선수는 총 574,533명이고 등록된 팀 수는 30,826

팀, 그리고 460개의 리그와 171개의 대회가 등록되어 운

영되고 있다. 여기서 운영되는 하나의 리그는 참여하는 

팀의 수준에 따라 1부에서 4부로 나눠지고, 각 부 내에도 

참가 팀의 수준에 따라 세부적으로 더 나뉘어져 있다. 따

라서 하나의 운영 리그내에 적게는 4개(토요리그 2개, 일

요리그 2개)에서 많게는 20개 이상의 자체 리그를 운영하

고 있기 때문에 실제 나뉘어져 있는 리그는 5천 여개 정

도일 것이다. 서울을 벗어난 외곽지역과 다른 시도의 경

우 매우 좋은 시설의 야구장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

에 제대로 된 야구장에서 경기를 하는 반면, 서울 내부에

서 진행되는 리그의 대부분은 중고등학교 운동장을 빌려 

진행되기 때문에 구장 상황이 열악한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곽의 좋은 구장에서 진행하는 리그의 참가비

(팀당 2백만원~3백만원) 보다 서울 내의 열악한 구장에

서 진행하는 리그의 참가비(팀당 3백만원~4백만원)가 훨

씬 비싸다. 하나의 리그는 보통 12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풀리그를 진행하기 때문에 팀당 11경기(경기당 2시간~2

시간30분 시간제한)를 보장받는다. 매 경기 심판 자격증

이 있는 공인 심판 2명이 경기를 진행하고 기록원이 개별 

선수의 기록을 포함하여 그날 경기의 모든 기록을 실시간

으로 게임원 홈페이지에 올려놓는다. 풀리그가 종료되면 

상위 4팀이 1위-4위, 2위-3위 플레이 오프를 하고 승자

간의 최종 결승을 진행하여 리그 우승팀을 가린다. 다승, 

방어율, 탈삼진, 타격, 홈런, 타점 등 개인상 시상도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선수들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 앞에

서 잠깐 언급했지만, 필자는 두 개 팀에 소속되어 있다. 

한 팀은 소속선수들의 여러 상황이 겹쳐 작년 2019시즌

에는 리그 참여를 하지 못했고, 다른 한팀은 리그에 참여

하여 8승2패1무로 공동1위를 하였고, 현재 플레이오프 경

기를 기다리고 있다. 

주1) 게임원이 내세우는 일종의 슬로건이 “야구를 하는 선수들의 커뮤니티! 리틀에서 실버까지 모든 야구의 기록이 함께 합니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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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느끼는 야구 매력을 얘기하기 위해 잠시 물리 

얘기로 빠져보려고 한다. 물리학의 법칙은 아름답다고 한

다. 이는 독일의 위대한 수학자인 에미 뇌터(A. Emmy 

Noether, 1882-1935)가 증명한 “어떤 물리계(physical 

system)의 작용(action)이 가지는 모든 미분가능한 대칭

성(differentiable symmetry)은 각각에 대응되는 보존

하는 물리량이 존재한다.” 라는 뇌터의 정리(Noether’s 

theorem)를 통해 명확하게 되었다. 즉 대칭성에 대응되

는 물리법칙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간에서의 

병진(translation)과 회전(rotation) 대칭성을 가지는 계

는 각각 운동량과 각운동량이 보존되고, 시간에서의 병

진과 역전(reversal) 대칭성을 가지는 계는 에너지와 엔

트로피가 보존된다. 전체 우주(universe)는 시간 병진 대

칭성은 있지만 시간 역전 대칭성은 없으므로 에너지는 보

존되지만,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는 열역한 제1, 2 법

칙을 얻는 것은 자연스럽다. 또한 거울(mirror) 또는 반

전(inversion) 대칭성과 같은 연속적이지 않은, 즉 미분

가능하지 않은 대칭성도 존재하는데, 이러한 대칭성을 가

지는 계는 불연속적인 parity가 보존된다. 이런한 다양한 

대칭성과 보존법칙의 관계는 아름다움을 넘어 자연에 대

한 경이를 느끼기에 충분하고, 이러한 관계를 찾은 인간

의 능력에도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자연의 오묘함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러한 대칭

성과 법칙의 아름다운 관계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과정이 

존재한다. 바로 대칭성 깨짐(symmetry breaking)이다. 

예를 들어 보자. 강자성(ferromagnetic) 물질은 어떤 특

정 온도(Curie temperature) 이하에서 그 물질내에 존재

하는 스핀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배열하는 물질이다. 스

핀 1/2인 입자가 모두 up이거나 down으로 배열되는 것

이다. 그런데 하나의 스핀이 up이나 down이 되는 것은 

완전히 대칭이라서, 사실 모두 up인 상태와 모두 down

인 상태는 “위”와 “아래”를 누구의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

는 것으로 완전히 대칭이고 에너지도 아무런 차이가 없

다. 하지만 강자성 물질은 자발(spontaneous) 대칭성 깨

짐으로 스핀이 한쪽 방향으로 배열되어 강자성 물질이 된

다. 또다른 지발 대칭성 깨짐의 예는 바로 빅뱅직후 힉스

(Higgs) 입자가 페르미온 입자에 질량을 부여하는 힉스 

메커니즘이다. 힉스입자의 발견으로 입자물리학의 표준

모형이 “마침내”2) 완성하게 되었고 힉스 메커니즘을 이론

적으로 정립한 프랑수아 앙글레르와 피터 힉스는 2013년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전체도 물질(matter)과 반물질(antimatter)의 대칭성이 

깨져 거의 물질로만 구성되어 있다. 자발 대칭성 깨짐 외

에도 외부의 영향(전기장, 자기장 등)에 의해서 대칭성이 

깨지기도 한다. 이런한 대칭성 깨짐은 대칭성과 법칙의 

관계를 단순히 깨뜨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운 물리 현상을 창발하므로 자연에 존재하는 새로운 아름

다움을 보여준다.

다시 야구 얘기로 돌아가자. 야구장은 다른 구기 종목 

경기장과는 달리 많은 면에서 독특하다. 다른 종목의 경

기장을 살펴보자. 아래 4개의 그림은 각각 축구장, 농

구, 배구, 테니스 코트의 평면도이다. 모두 직사각형 형

태이고, 좌우, 그리고 상하 대칭을 이루고 있다. 즉, 거울

(mirror) 대칭성을 가지고 있고, 직육각형의 중심점을 기

준으로 반전(inversion) 대칭성도 가지고 있다. 즉, 위에

서 언급한대로 parity가 보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

프라인을 기준으로 “우리” 진영과 “상대” 진영으로 나눠

서 시작하지만, 중간에 “공평”하게 진영을 바꿔가며 경기

를 한다. 물론 실외경기인 축구나 테니스의 경우 외부의 

영향인 햇빛과 바람에 의해서 대칭성이 깨지기 때문에 진

영을 교대하는 것은 타당해 보인다. 이런 외부적인 영향

이 적은 경우나 이를 배제할 수 있는 실내코트에서의 경

기는 사실 parity가 보존되는 상황이므로 코트를 서로 바

꾸는 것이 경기에 큰 영향을 끼칠 지 확실하지는 않다.

그러면 야구장은 어떨까? 야구장의 모양은 보통 90도

의 각을 가지는 부채꼴 모양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사실 

야구장의 구조는 부채꼴에 포수가 위치한 홈플레이트와 

투수를 연결하는 선에 대해 거울 대칭성을 가지게 건설하

는 것이 대칭성 입장에서는 가장 보기가 좋다. 하지만 야

구를 좋아하는 많은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신대로 모든 야

구장은 다양한 형태로 다 다르게 생겼다. 물론 투수와 포

수 사이의 거리 그리고 홈플레이트에서 1루, 2루, 3루, 그

리고 다시 홈플레이트까지의 거리는 규격으로 정해져 있

주2) 노벨위원회가 2013년 노벨물리학상을 발표한 첫 문구가 바로 “마침내(Here, At Last)”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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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야구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인 홈런을 결정하

는 외야 펜스(fence)는 구장마다 완전히 다르다. 부채꼴 

형태의 경우도 가운데 부분이 좌우 끝쪽보다 대부분 길고 

좌우 펜스까지의 거리도 서로 다른 구장도 허다하다. 부

채꼴 형태의 곡선이라 아니라 각진 직선으로 연결된 펜스

를 가진 곳도 많이 있다. 뿐만 아니라 홈런 펜스의 높이도 

위치에 따라 다른 구장도 제법 많다. 아예 대칭성이 없는 

것이다. 아래는 구별되는 형태를 가지는 야구장을 보여주

는 그림이다. 

다양한 야구장의 존재가 궁금한 독자는 위의 그림 캡

션에 언급한 Clem’s Baseball 블로그와 하국상(필명) 작

가의 책 <야구 냄새가 난다>(고슴북스, ISBN 979-11-

958945-0-5)의 네번째 이야기 섬 사나이를 읽어 보시라. 

[Fig. 2]  왼쪽부터 순서대로 축구장, 농구코트, 배구코트, 테니스코트. 이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야구를 제외한 거의 모든 구기 종목의 경기장은 모두 직사각형 

형태에 상하 및 좌우에 대한 거울 대칭성과 중심에 대한 반전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

[Fig. 3]  첫번째 그림은 1993년 까지 Texas Rangers(현재 추신수 선수가 뛰고 있는 팀)가 홈으로 사용했던 Texa Arlington Stadium으로 전형적인 부채

꼴에 거울 대칭성을 가진 몇 안되는 야구장이다.  두번째 그림은 1912년부터 지금까지 Boston Red Sox가 홈으로 사용하고 있는 Fenway Park

로 극단적인 비대칭적인 야구장이다. 구장 형태 뿐만 아니라 외야 우측 홈런펜스의 높이는 1.5m정도인데 비하여 좌측 펜스는 무려 11.3m로 완

전 비대칭적이고 거대한 녹색의 벽의 형태라 Green Monster라고 부른다. 세번째 그림은 1995년 부터 Colorado Rockies가 홈으로 사용하고 있

는 Coors Field로 부채꼴이 아니라 5각형 형태인 야구장이다. 고산지대에 위치해서 홈런이 많이 나오는 구장으로 유현진도 이 Coors Field에서의 

성적이 그다지 좋지 않다. 야구장 그림은 Adrew Clem이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 Clem’s Baseball에서 가지고 왔다. 블로그 링크는 http://www.

andrewclem.com/Baseb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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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위에 언급한 야구장 형태의 대칭성 깨짐 외에 야

구는 야구 스스로 그 대칭성을 깨져 있다. 수비를 할 때

는 한쪽 손에는 글러브를 끼고 다른 손은 글러브 없이 공

을 던진다. 오른손잡이냐, 왼손잡이냐에 따라서 본질적으

로 parity가 보존되지 않는 것이다. 공격을 할 때는 오른

쪽에서 타격을 하는 타자와 왼쪽에서 타격을 하는 타자가 

존재하고 투수 또한 오른손 투수와 왼손 투수가 있기 때

문에, 타자와 투수 상호간에 존재하는 좌우 parity의 조

합에 따라 유불리가 발생한다. 야구 통계에 의하면 일반

적으로 좌타자는 우투수에게, 우타자는 좌투수에게 그 반

대의 경우보다 더 나은 성적을 낸다. 더 극적인 대칭성 깨

짐은 타자가 타격을 하고 반시계 방향으로 주루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타자 보다는 좌타자가 타격 

후 주루에서 최소 두세 걸음은 이득을 볼 수 있다. 반시계 

방향 주루는 타자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수비에서도 극단적인 비대칭성을 야기한다. 특히 1루수를 

제외한 2루수, 3루수, 유격수 등 내야 수비수들은 타자가 

타격한 공을 글러브로 잡고 1루로 던져 타자 주자를 아웃

시켜야 하는데, 이때 1루로 던지는 방향이 오른손으로 공

을 던지는 내야수에게는 자연스럽지만, 왼손으로 공을 던

지는 수비수의 경우 몸을 한번 틀어야 하기 때문에 매우 

불리하다. 따라서 1루수를 제외하면 오른손에 글러브를 

끼고 있는 내야수는 본 기억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본질

적인 대칭성 깨짐과 이로 인한 parity의 비보존이 야구의 

본질이다. 필자에게는 야구장이 가지는 최소한의 대칭성

과 이와 함께 존재하는 비대칭성, 그리고 야구 규칙의 자

발적 대칭성 깨짐으로 인해 창발하는 다양한 상황이 대칭

성이 유지되는 많은 다른 종목에 비하여 훨씬 매력적이고 

학문적 관심으로도 이끄는 것 같다. 

또 다른 야구의 매력은 야구에서 한 팀이 점수를 내는 

방식이다. 한 팀의 공격의 기회는 이닝 당 세번 “아웃” 될 

때까지 할 수 있고, 9번의 이닝이 주어진다. 마찬가지로 

상대 팀에게도 동일한 공격 기회가 주어지므로 두 팀 모

두 9번의 수비 이닝을 해서 상대 팀을 이닝 당 세번 아웃

시켜야 이닝을 끝낼 수 있다. 공격에서 점수를 내려면 1

루, 2루, 3루를 거쳐 홈으로 되돌아 와야만 한다. 즉, 아

무리 1루, 2루, 3루에 많이 나가도 그 주자가 홈에 들어오

지 못하면 점수를 낼 수가 없다. 야구에서 집계하는 잔루

라고 하는 것이다. 한 이닝당 홈으로 들어가 점수를 내려

면, 세번의 아웃을 당하기 전에 기회를 살려야 한다. 필자

에게는 이렇게 루를 한바퀴 돌아 점수내는 과정에서 양자

홀효과(quantum Hall effect)의 양자화(quantization)

된 홀저항이 떠오른다. 양자홀 효과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연속적으로 증가하더라도 홀저항 값은 채움계수(filling 

factor)에 따라 양자화 되어 단계적으로 증가한다. 즉, 야

구에서도 점수를 내려면, 루를 한바퀴 돌아 홈으로 되돌

아 와야 야구의 “채움계수”가 하나가 증가하는 것이다. 

자칭 타칭의 수많은 야구 전문가들이 존재한다. 위에서 

언급한 필자가 느끼는 야구의 매력이 있듯 이들을 야구에 

빠지게 만드는 매력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다른 경기

에 비하여 잘 정의된 통계 자료가 풍부하여 통계적 분석

에 매력을 느끼기도 하고, 다양한 상황에 따라 층위가 다

른 다양한 작전을 세울 수 있고, 선택한 작전의 성공에 짜

릿함을 느끼기도 한다. 결정적인 순간 기대했던 뛰어난 

선수가 기대를 저버리기도 하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실력이 떨어지는 선수가 팀에게 끝내기 승리를 선물로 주

기도 하는 그런 기대의 불확실성을 매력으로 생각하는 사

람도 있다. 혹은 야구 경기보다는 야구장의 응원 문화가 

즐거워서 야구장을 찾는 사람도 있다. 야구를 느끼는 매

력이 사람마다 다르지만, 야구에 매력을 느낀 사람은 그 

매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글을 읽는 분들 

중 야구의 매력을 아직 느끼지 못한 분들은 야구에 관심

을 가져보시기를 권해 본다. 야구를 보면서, 또는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은 실제로 야구를 함으로써 지금까지는 알

지 못했던 그런 야구의 매력을 찾고 느껴 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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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6 <소풍가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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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이야기

 

<저자 약력>

김석현 박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는 조기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물리학부를 우등졸업하였다. 미국 Columbia University 에서

물리학 박사 과정을 이수하였으며, 현재는 미국 Stanford University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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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장희 박사는 특허청 심사관으로서 진공학회 연구자들을 위해서 지식재산권에 관한 글을 연재한다.

<저자 약력>

추장희 박사는 1992년 연세대학교에서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1993년부터 한국표준과학연구원 Post-Doc, 1996년 한전 

전력연구원 선임연구원을 거쳐 2003년부터 특허청 심사관으로 재직 중이며, 현재는 특허청 전기통신기술심사국 디스플레이

심사과에서 특허팀장을 맡고 있다.

Ⅰ.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규정

1. 관련 규정 

특허법 제126조의2(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① 특

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 또는 전용

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

인하는 당사자는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당사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

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당사

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

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에 관하여는 제132조제2

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2조제3항 중 "침해

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를 "구체

적 행위태양을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의 유무 판단

에 반드시 필요한 때"로 한다. 

④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

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

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진실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2019.1.8. 신설)

2. 개정 내용

특허권자의 실효적 보호를 위해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

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에 대하

여 주장입증의 책임이 이전까지는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

하여야 하였으나,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개정특허법은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특허권자의 입장에서는 침해행위

  

개정 특허법 소개 - 징벌적 손해 배상
(특허법 제126조의2, 제128조 제8항, 제9항 등)

추장희*  

│지식재산 이야기│ 

2019년 1월 8일 공포되어 7월 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특허법은 특허권의 침해에 대하여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였다. 침해

가 고의 과실이 인정 되면 통상의 손해배상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법조항을 포함하도록 개정되었다. 구체적인 개정사

항은 징벌적 배상제도를 규정하는 제128조 제8항, 제9항의 신설과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를 규정하는 제126조의2를 신

설하였고, 실시료 배상에 대한 규정인 제128조제5항, 제65조제2항, 제207조제4항의 용어를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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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체적 행위 태양에 대한 입증이 수월하게 되었다.

당사자가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면서도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그 주장의 당부판단을 위

해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

도 당사자가 자기의 구체적행위태양을 제시하지 않는 경

우에 법원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

해행위의 구체적 행위 태양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Ⅱ.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1. 관련 규정

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

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

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그 물건의 양도수량에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

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

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는 경우 손해액은 특

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

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으면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

던 수량에 따른 금액을 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특허권 또

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

로 추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특허발

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특

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손해액이 같은 항에 따른 금액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

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그 사실을 고려할 수 있다.

⑦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

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

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⑧ 법원은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

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

하고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침해행위로 인하여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피해규모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5. 침해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2. 개정 내용

타인의 특허권을 고의로 침해하는 자에게 법원이 손해

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확대된 배상금의 지

급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손해배상제도로서 특허법 제

128조 제8항과 제9항을 신설하였다. 개정법은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고, 악의적이고 비난받아 마땅한 가해자의 

행위에 형벌적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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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내용

1. 관련 규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① ∼ 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특허발

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특

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출원공개의 효과) ② 특허출원인은 제1항에 따

른 경고를 받거나 제64조에 따라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

고 그 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그 경고

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았을 때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

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7조(출원공개시기 및 효과의 특례) ④ 국제특허출

원의 출원인은 제3항에 따른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고도 그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

시한 자에게 그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안 

때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 시까지의 기간 동안 그 특허발

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

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개정 내용

특허법 제128조5항, 제65조2항, 제207조4항은 손해액

을 합리적 실시료 배상 규정으로, 특허권자는 특허발명

의 실시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손해액을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변

경하였다.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변론종결 시

까지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객관적, 

합리적인 금액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만약 당해 특허발명

에 대하여 특허권자가 제3자와 실시계약을 맺고 실시료

를 받은 바 있다면 그 계약 내용을 침해자에게도 유추 적

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실시계약에서 정한 실시료를 참작하여 금액을 산정하

여야 한다. 특허권자가 침해 사실 및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만을 입증한다면 그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손

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실익이 있다.



 

● 제15-7,8,9차 운영위원회 ●

·일시 및 장소

   2019년 07월 12일 오후 4시 / 학회 사무국

  2019년 08월 12일 오후 4시 / 대명비발디파크

  2019년 09월 06일 오후 4시 / 학회 사무국

·내용 : 제58회 동계정기학술대회 개최 준비

● 제15–5차 홍보잡지 편집위원회 ●

·일시 및 장소 

   2019년 08월 12일 오후 3시 / 대명비발디파크

·내용 : - 6권 3호 진행 상황 검토

           - 6권 4호 저자 섭외

● ASCT SCOPUS 등재 위원회 ●

·일시 및 장소 

   2019년 07월 31일(수) 오후 4시 /

   강원대학교 서울본부 회의실

·내용 : - ASCT SCPUS 등재 준비

 ●  국내학술대회  ●

■ 한국진공학회 제57회 하계정기학술대회

·일시 : 2019년 8월 12일(월)~14일(수)

·장소 : 대명비발디파크 (강원도 홍천)

·홈페이지 : http://www.daemyungresort.com/

■ 한국진공학회 제58회 동계정기학술대회

·일시 : 2020년 2월 9일(일)~12일(수)

·장소 : 하이원리조트 (강원도 정선)

·홈페이지 : http://www.high1.com/

●  국제학술대회  ●

■ ICPM 8 

·일시 : 2020년 6월 14(일) - 19일(금)

·장소 : 인천 송도컨벤시아

·홈페이지 : http://www.icpm8.or.kr

■ ISFM 2020  

·일시 : 2020년 8월 16(일) - 19일(수)

·장소 : 피닉스 제주

·홈페이지 : http://www.icmap2020.org/

■ ICMAP 2020  

·일시 : 2020년 8월 16(일) - 20일(목)

·장소 : 피닉스 제주

·홈페이지 : http://www.icmap2020.org/

■ ACHPR10

·일시 : 2020년 11월 22(일) - 26일(목)

·장소 : 라마다플라자 호텔 제주

·홈페이지 : http://www.achpr10.org/

행사안내 학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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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achpr10.org

10th Asian Conference on  
High Pressure Research
combined with

1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igh Pressure Semiconductor Physics
3rd International Workshop on  
High Pressure Study on Superconductors

November 22-26, 2020
Ramada Plaza Jeju Hotel, Jeju, Korea

Save the Dates!

Abstract Submission ~April 30
We welcome you to contribute to the most up-to-date 
research and latest development from around the world. 
Bring your challenging and thought-provoking abstract to 
ACHPR-10.

Plenary Speakers
Ho-Kwang Mao
HPSTAR, China

Mikhail Eremets
Max-Planck-Gesellschaft, Germany

Masashi Hasegawa
Nagoya University, Japan

Tuson Park
Sungkyunkwan University, Korea

Conference Topics
01 Synthesis, Structure and Properties of Low-Dimensional Materials 

02 Materials at Extreme Conditions

03 Topology and Transport Properties at Extreme Conditions

04 Semiconductors and Semimetals 

05 Hydride and Host-guest Materials

06 Large-Scale Facility and Instrumentations for Extreme Sciences 

07 Geo and Planetary Sciences 

08 Chemical Sciences at Extreme Conditions

09 High Pressure BioPhysics and Chemistry 

10 Theoretical Study of High-pressure Materials

Organized by

APRil 30, 2020
Abstract SubmissionTHU SUN MAy 31, 2020

Abstract Acceptance
TUE JUNE 30, 2020

Early Registr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