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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도전성 고분자겔,그 제법 및 용도

요약
이 도전성 고분자겔은 아크릴아미드계 폴리머가 친수성임과 동시에 비전해질이기 때문에 전극소자와의 전
기적 접합성이 양호하게 되어 임피이던스가 저하된 것으로 됨과 동시에 다가 알코올이 도전성 고분자 재
료의 건조속도를 지연시키고, 건조에 따른 임피이던스의 증대를 방지하고 있다.
따라서 도전성 고분자겔은 생체전기 현상의 고정밀도 측정을 장시간에 걸쳐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도전성 고분자겔, 그 제법 및 용도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발명의 도전성 고분자겔과 생체용전극과의 임피이던스를 측정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설명도.
제2도는 도전성 고분자겔에 의한 전압강하를 나타내는 설명도.
제3도는 중량의 일변화에 따른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
제4도는 임피이던스의 일변화에 따른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
제5도는 생체용 전극의 단면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신호발생기

2 : 동축케이블

3 : 저항기

4a, 4b, 4c, 4d : 은전극

5 : 시험편

6 : 오실로스코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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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도전성 고분자겔

12 : 네트

13 : 전극소자

14 : 표면재

15 : 혹

16 : 이형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발명은 습도센서, 압력센서의 소자, 전해콘덴서, 밧데리의 고형전해액, 생체용 전극에 사용되는 도전성
고분자겔 그 제법 및 용도에 관하여 상세하게는 낮은 임피이던스로서 장시간에 걸쳐 낮은 임피이던스를
유지할 수 있고, 또한 점착성이 양호한 아크릴아미드계의 도전성 고분자겔 그 제법 및 용도에 관한 것이
다.
도전성 고분자겔은, 그 자체로 전해콘덴서, 밧데리의 고형전해액으로 사용되고, 또한 이것과 전극소자와
접착 일체화하여 습도센서, 압력센서의 소자, 생체용 전극으로서 사용된다.
의학분야에 있어서는 적절한 치료를 하기위해 심전도나 근전도, 뇌파등의 생체전위를 측정함에 있어서,
체내로 전기신호를 보내 전기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측정이나 치료에는
생체와 외부장치와의 사이에 개재하는 매체로서의 생체용전극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생체용전극은, 예를들면 생체전위를 측정하는 경우, 미약한 전기신호를 효율좋게 유도하여 심전도계등
에 유도하기 위해 생체의 일부에 직접적으로 접속시킬 필요가 있게 되어 있으나, 생체의 피부에 생체용전
극을 접촉시킨 것만으로는 생체용전극과 생체가 전기적으로 접합되지 않고 생체용전극과 피부의 불안정한
접촉에 의한 복잡한 전위나 임피이던스가 생기기때문에 전기신호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
그래서, 통상 상기한 생체용전극은 피부에의 자극성이 없는과 동시에 생체용전극을 피부에 밀착시켜 안정
한 전기신호를 생체로 부터 외부장치로 유도가능한 도전성 고분자겔을 통하여 생체에 부착시키도록 되었
다.
여기에는 보형성을 갖은 아크릴산 나트륨계의 도전성 고분자겔이 있다.
그리고, 이 도전성고분자 겔은, 미리 소정의 두께 및 형상으로 형성해 놓을 수 있고, 전극소자와 일체화
한 생체용 전극으로서 사용된다.
그때문에 도포작업의 번거로움이 없고, 한번쓰고 버릴수 있어 편리한 생체용 전극이다.
그러나, 상기 종래의 도전성 고분자겔이 아크릴산 나트륨계이기 때문에 하기의 문제를 갖고 있다.
즉, 예를 들면 심전도를 측정하는 경우의 심전도신호의 전류경로는, 심장내기전력 → 생체내조직 → 피부
→ 도전성고분자겔 → 전극소자 → 리이드선 → 심전도계 → 피부 → 생체내조직 → 심장내 기전력으로
되어 있다.
이때, 생체로부터 도전성 고분자겔까지의 전류는, 이온의 이동에 따라 생기고 있는 한편, 전극소자로 부
터 증폭기까지의 전류는, 자유전자에 따라 생기며, 생체용전극 소자의 표면과 도전성 고분자겔과의 사이
에서는 이온과 자유전자의 교환이 행해지는 것으로 된다.
이 아크릴산나트륨계의 도전성 고분자겔은, 친수성이나 고분자가 전해질 계의 도전성이다. 따라서, 이 도
전성 고분자겔은 일반적 금속계의 전극소자와의 전기적인 반발에 의해 접합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온과
자유전자와의 교환이 불충분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계면에서의 임피이던스의 증대에 따라 생체전기 현상
의 고정밀도 측정이 곤란하다.
그래서, 일본국 특개소 56 - 15728호 공보에 비전해질의 폴리아크릴 아미드계 고분자중에 글리세린과 염
화나트륨의 도전성물질 70중량% 함유된 도전성재료가 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도전성재료는, 물등의 저점도의 액체의 함유가 없고 견고하고, 임피이던스가 큰것으로 된것으
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것을 개량하는 것으로서 일본국 특개소 61 - 22839호 공보에 개시되어 있는 바와같이, 폴리아
크릴 아미드중에 수크로오스와 다량의 물을 함유시킨 도전성 고분자겔이 제안되어 있다. 이 도전성 고분
자 겔은 비전해질로서 보형성이 있고 유연하기 때문에 생체용 전극소자와의 전기적인 접합성이 양호하게
되어 임피이던스를 저하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도전성고분자겔은, 수크로오스가 수분의 증발을 충분히 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건조에 의한 임
피이던스의 증대를 비교적 단시간에 발생하고, 생체전기현상의 고정밀도 측정을 장시간에 걸쳐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이 도전성 고분자겔은 점착성이 낮기때문에 전극소자와의 접착성이 나빠 박리하거나, 또는 사용중
에 피부 등으로부터 박리하거나 혹은 피부와의 사이에 핫스폿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고, 이들 박리나 핫
스폿을 방지하기 위해 피측정자의 동작의 자유도를 제한시킬 필요도 있게된다.
또한, 전자수소는 탄소, Ag/AgCl, 양백(Cu, Ni, Zn 의 합금)등이 용도에 따라 나뉘어 있다.
양백을 구성하는 Cu 가 아크릴아미드 등에 의해 부식되어 임피이던스가 증대하기 때문에 전극의 반복사용
이나 미리 전극소자와 접착일체화시킬 수 없는 것이 있다.
본발명은 이러한 종래의 폴리아크릴아미드계의 도전성 고분자겔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예의 연구 개발하여, 다시 특성이 우수한 도전성 고분자겔을 제공하는 것이다.
즉, 본발명의 제 1의 목적은 낮은 임피이던스를 갖고, 미약한 전기신호에서도 정확한 정밀도로 측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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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도전성 고분자겔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발명의 제 2의 목적은 낮은 임피이던스를 장시간에 걸쳐 유지할 수 있고, 정밀도가 좋게 반복사용 및
장시간 사용할 수 있는 도전성 고분자겔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발명의 제 3의 목적은, 다른 전극소자와의 접촉계면에서의 임피이던스의 증대없는 도전성 고분자 겔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발명의 제 4의 목적은, 점착성이 좋고, 다른 전극소자 또는 대상물과의 접착성이 좋고 박리하는 일 없
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도전성 고분자겔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발명의 제 5의 목적은, 겔 및 전극소자의 부식을 방지하고 안정된 낮은 임피이던스를 장시간 유지할 수
있는 도전성 고분자 겔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발명의 제 6의 목적은, 아크릴아미드의 유리잔존모노머의 량을 최소한으로 억제하여, 생체사용에 안전
한 도전성 고분자 겔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발명의 제 7의 목적은, 상기 각특성을 갖는 도전성 고분자겔의 중합가교에 의해 합리적인 제법을 제공
하는 것이다.
끝으로, 본발명의 제 8의 목적은, 상기 각 특성을 갖는 도전성 고분자겔의 용도로서, 우수한 생체용전극
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본발명의 개요는, 가교된 폴리아크릴아미드계 고분자중에, 적어도 물 및 다가 알코올 등의 습윤
제를 주성분으로 하여 전해질 염이 균질하게 함유되고, 또 에폭시가교제, 상온에서 증기압을 갖는 금속이
온봉지제가 균질하게 함유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전성 고분자겔이다.
또한, 적어도 아크릴아미드계의 중합성 단량체, 가교성 단량체, 물, 다가알코올 등의 습윤제, 전해질염을
함유하고, 다시 에폭시가교제, 상온에서 증기압을 갖는 금속이온봉지제를 함유한 모노머 배합액을 중합
가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전성 고분자 겔의 제법이다.
또한 상기 도전성 고분자겔과 전극소자로된 생체용 전극이다.
본발명에서의 도전성고분자겔은, 모노머배합액을 중합개시제로 중합 가교한 아크릴아미드계 고분자로 되
어 있고, Ag/AgCl, 양백 및 탄소등으로된 전극소자와 접착일체화시켜, 전극등으로 적합하게 사용된다.
상기한 모노머 배합액은, 아크릴아미드계의 중합성 단량체와 혼성중합형 가교성 단량체와, 전해질염류,
습윤제와 물을 적어도 함유하며, 건조속도가 저하한 도전성 고분자겔을 얻는 경우에는, 보습제로서 다가
알코올이 사용된다.
또한 점착성이 증대한 도전성고분자겔을 얻는 경우에는 측쇄의 아미드기와 반응성을 갖는 에폭시가교제가
상기한 모노머 배합액에 함유된다. 또한, 전극소자의 부식을 방지한 도전성고분자겔을 얻는 경우에는, 금
속이온 봉지제가 포함된다. 또한, 도전성 고분자겔에는 필요에 따라 방부제, 살균제, 안정제, 향료, 계면
활성제, 착색제등이 첨가되어도 좋다.
상기 아크릴아미드계의 중합성 단량체에는 수용성임과 동시에 비전해질인 아크릴아미드나 메타크릴아미드
등을 사용한다. 또한, 가교성 단량체에는 N,N' - 메틸렌 비스아크릴아미드, N,N' - 메틸렌 비스메타크릴
아미드, N,N' - 에틸렌비스 아크릴아미드, N,N' - 에틸렌비스메타크릴아미드, 1,2 - 디크릴아미드 에틸렌
글리콜, 혹은 디(트리폴리)아크릴레이트, 디(트리폴리)메타크릴레이트류등을 사용한다.
또는, 전해질염에는, 염화나트륨, 염화칼륨, 염화마그네슘등의 모든 염류를 사용하나, 가수가 많고 분자
량이 적은 염류가 바람직하다.
특히, Ag/AgCl 로된 전극소자에는 상기 가수가 많고 분자량이 적은 염화물이 바람직하다.
또한 습윤제에는 단당류, 다당류, 및 소르비톨, 글리콜, 글리세린등의 다가알코올류를 사용할 수 있다.
중합가교하는 방법은 특히 한정되지 않으나, 라디칼중합개시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산이나 아조비스아미디노프로판 2염산염등의 아조계 중합개시제를 사용할 수 있음과
철이나 아이티온산, 피로아황산염등의 환원제와, 과산화수소나 페르옥소 2황산염등의
환원개시제등도 사용할 수 있고, 이들 아조계 중합개시제 및 산화환원개시제는 필요에
합하여 사용하여도 좋다.

아조비스 시아노길
동시에, 황산 제 1
과산화물로된 산화
따라 단독 또는 혼

또한 광, 전자선, 자외선등의 조사에 중합시켜도 좋다.
또한, 에폭시가교제에는, 에틸렌글리콜디글리시딜에테르(112 WPE), 폴리에틸렌 글리콜 디글리시딜 에테르
(n = 2 ; 150WPE, n = 4 ; 195WPE, n = 9 ; 280 WPE, n = 13 ; 400 WPE, n = 22 ; 600WPE), 트리글리시딜
2 히드록시 에틸이소시아누레이트(250 WPE), 트리메틸롤프로판 폴리글리시딜에테르(140WPE), 글리세린 폴
리글리시딜 에테르(150WPE), 소르비톨 폴리글리시딜 에테르(170WPE)등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에폭시가
교제는 200WPE 이상의 에폭시 당량수를 갖는 것이 특히 바람직하다.
상기한 상온에서 증기압을 갖는 금속이온봉지제에는, 0.04mmHg(30℃) 증기압의 벤조트리아졸, 톨릴트리아
졸, 0.0004mmHg(21℃)증기압의 디시클로헥실 암모늄나이트라이트, 0.4mmHg (25℃)의 증기압의 시클로 헥
실 아민카보네이트, 0.006 mmHg(20℃)증기압의 디이소프로필 암모늄나이트라이트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증기압은 10

-4

-4

- 10mmHg 가 바람직하고 또한 효과를 지속하는데는 10

-1

- 10 mmHg가 바람직하다.

그리고, 벤조트리아졸 및 톨릴트리아졸은, Cu 및 Al 의 방청에 효과를 갖고, 디시클로헥실 암모늄나이트
라이트는 Fe, Ni, Cr 및 Sn 의 방청에 효과를 갖으며, 시클로헥실 아민 카보네이트는 Fe 및 Pb 의 방청에
효과를 갖고, 디이소프로필 암모늄 나이트라이트는 Fe 의 방청에 효과를 갖고 있다.
도전성고분자 겔이 저 임피이던스에서 정밀도가 좋게되면, 녹발생시의 전류가 무시할 수 없게되며, 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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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봉지제를 첨가하는 것이 좋다.
그다음, 본발명의 도전성 고분자겔의 조성의 비율에 대해 설명한다. 이하의 %는 중량%이다.
상기한 도전성고분자겔을 조성하는 아크릴아미드는, 조성율이 13 - 25%의 범위로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이와같이 아크릴아미드의 조성율의 하한을 13%로 한 이유는, 아크릴아미드 모노머량을 13% 미만으로하여
도전성 고분자겔을 작성한 경우, 겔중에 점하는 고분자 주쇄의 비율이 매우 낮기때문에 충분히 중심 강도
가 큰 겔체를 얻을 수 없고, 겔체의 그물구조중에 넣어진 전해액을 안정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
게 된다. 한편, 아크릴 아미드의 조성율의 상한을 25%로한 이유는, 25%를 넘는 아크릴아미드 모노머량으
로 도전성고분자겔을 작성한 경우, 겔강도가 높고 중심강도가 큰 겔체를 얻을 수 있는 반면, 겔체의 그물
구조가 빽빽하게 되어 점착성능이 저하함과 동시에, 그물중에 넣을 수 있는 전해액의 절대량이 낮기 때문
에 목적으로 하는 저임피이던스의 도전성 고분자겔을 작성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기때문이다.
또한, 도전성 고분자겔을 구성하는 가교성 단량체는, 조성율이 0.001 - 0.3%, 바람직하게는 0.01 - 0.2%
이다. 이것은, 가교성 단량체의 조성율이 0.3% 보다 많으면, 주쇄간을 맺는 그물 가교점이 증대하고 겉으
로 보아 겔강도가 높은 겔체가 얻어지는바, 겔체의 절단성이 증대하고 인장력이나 압축에 의한 절단 및
파괴가 생기기 쉽게되기 때문이다.
또한, 가교점의 증대가 주쇄의 소수화를 증대시켜, 그물구조중에 넣은 전해액을 안정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고, 겔체로 부터 전해액을 분리시키기 쉽게 하기 때문이며, 또 가교점의 증대에 의한 주
쇄의 자유도의 저하에 따라 움직임에 대한 추종성이 저하하기 때문이다. 0.001%미만이면 겔이 얻어지지
않는다.
또한, 도전성 고분자겔을 구성하는 습윤제는, 조성율이 20 - 65%의 범위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
다.
이와같이, 습윤제의 조성물의 하한을 20%로 한 이유는 습윤제가 20% 미만의 경우, 건조속도가 증대하여
시간경과에 따른 안정성이 얻어지지 않고 생체전위의 측정시에 겔체의 임피이던스가 증가하여 천천히 측
정정밀도가 저하하고, 고정밀도의 측정을 장시간에 걸쳐 정확히 실시할 수 없다. 한편, 겔체가 65%를 넘
는 습윤제의 건조속도의 저하를 얻을 수 있는 반면, 습윤제가 겔체를 구성하는 그물구조중에 충분히 유지
되지 않게 되며, 겔체로 부터 유리하여 점착성을 저하시킨다.
또한, 상대적으로 수분량이 지나치게 낮게되어 목적으로 하는 저임피이던스의 도전성 고분자겔을 작성하
는 일이 곤란하게 된다.
또한, 도전성 고분자겔중의 전해질염은 조성율이 2 - 15%로, 특히 바람직하게는 2 - 8%의 범위로 설정되
어 있는 것이 좋다.
이것은, 전해질 중성염류가 수분량과의 상관관계에 겔체의 임피이던스에 밀접하게 관계하고, 전극의 성능
을 결정하는 중요한 구성재료이며, 조성율이 2%미만인 경우, 임피이던스가 높게되어 우수한 전극이 얻어
지지 않는다. 한편, 조성율이 15%를 넘는 경우에는, 수분량과의 관계에서 전리한계를 넘기때문에, 불필요
한 첨가로 되며, 다른 구성부재의 비율을 저하시킬뿐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 전해질염을 균질하게 함유
시키기 위해 모노머배합액에 용해시킬때에 이염을 미세하게 분쇄하고 모노머 배합액에 혼합교반하여 단시
간에 그리고 효과적으로 용해시킬 수 있다.
또한, 도전성 고분자겔을 구성하는 물은, 조성율이 20 - 65%로, 바람직하게는 30 - 65%의 범위이다. 이것
은 조성율이 20%미만인 경우, 극히 고밀도의 고분자겔이나, 겔체중의 수분량이 매우 적기때문에 양호한
도전체로 되지 않고 고임피이던스 겔로된다. 한편, 조성율이 65%를 넘는 경우에는 도전성은 양호하나, 물
이 그물중에서 안정하게 존재하지 못하게 되어, 높은정밀도의 측정을 장시간에 걸쳐 실시할 수 없다.
본발명에서는, 물의 함유량이 다른성분을 용해시킬 수 있는 것이 임피이던스를 낮게 할수 있는 하나의 요
인으로 되고 있다.
에폭시가교제는 0.05 - 0.3%, 바람직하게는 0.08 - 0.25%이다.
0.05미만에서는 점착성이 얻어지지 않고, 0.3%를 넘으면 굳어져 깨지게되고 점착성도 나쁘게된다.
금속이온봉지제는 조성율 0.05 - 15%이다. 0.05%미만에서는 방청의 효과는 거의 없고, 15%를 넘으면 배합
액이 중합하지 않게된다.
본발명의 제법으로서는, 아크릴아미드모노머 또는 아크릴아미드모노머 수용액과, 가교성 단량체와, 다가
알코올등의 습윤제와, 전해질염과 계량하여 소정량의 물을 가해 교반하여 균일하게 혼합하여 모노머 배합
액을 작성했다.
이때 물의량은 다른조성을 용해할 수 있는 량보다 약간 많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중합개시제를 혼합하여 가열하고 중합가교하여 도전성고분자겔을 제조한다.
가열온도는 50℃ - 90℃ 로 행하고, 가열시간은 5분이내에 중합가교는 거의 종료하나, 잔존모노머를 20
ppm 이하로 하기 위해 1 - 2 시간가열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열수단으로서는 오븐가열, 접촉가
열이 채용된다. 1 - 2 mm 의 얇은 시이트상 고분자겔을 작성하는데는 가열된 2개의 열판간에 접촉시켜 양
면으로 부터 가열하면 모노머 배합액은 균일하게 중합가교되고, 전체적으로 물성이 균일화되고, 품질이
좋은 겔이 얻어진다.
또한, 모노머 배합액의 중간혹은 표면측에 보강재로서 섬유로된 네트상 보강재를 설치하여 중합가교하면
보강재가 중간 혹은 표면에 일체화된 도전성 고분자겔이 얻어지고 이것은 특성이 균일하고 인장강도가 우
수한 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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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성 고분자겔을 생체용전극으로 사용하는 1예를 제 5도에 나타낸다. 직경 40 mm, 중간에 보강재의 네
트(12)가 설치된 도전성 고분자겔(11)에 전극소자(13)이 중심에 설치된 필름으로된 표면재(14)가 접착일
체화되고, 리이드선(도시않음)을 접속하는 혹(15)를 전극소자(13)의 선단에 고정된다.
그리고 도전성 고분자겔(11)의 다른면에는 이형지(16)이 접속되어 있다.
또한, 전극소자로서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아크릴로니트릴 스티렌 수지필름에 Ag/AgCl 분말을 코
팅한 것, Ag, Ag/AgCl, 탄소 페이스트를 코팅한 것, 도전성 고무등이 있다.
이어서, 이하에 실시예 및 비교예에 따라 본발명의 구성 및 효과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한다.
[실시예 1 - 8, 비교예 1 - 4]
폴리아크릴아미드계 도전성고분자겔(실시예 1 - 8)및 폴리아크릴산나트륨계의 도전성고분자겔(비교예 1,
2)의 임피이던스를 측정하고, 양자의 전기적 특성의 차이를 명확히 했다.
우선, 중합성을 갖는 단량체로서의 40%아크릴아미드모노머 수용액을 (A)%와, 가교성 단량체로서의 분말성
N,N' - 메틸렌비스아클릴아미드를 (B)%와, 다가알코올인 글리세린을 (G)%와, 전해질염으로서의 염화나트
륨을 (S)%를 평량하고, 용매로서의 물로 나머지%로 가하여 혼합 및 용해하여 무색투명한 모노머 배합액을
작성했다.
그후, 상기한 모노머배합액에 중합개시제로서의 4%페르옥소 2황산 칼륨수용액을 (C1)%와, 2% 피로아황산칼
륨수용액을(C2)%를 혼합하고 중간에 폴리에스테르모노필라멘트로된 네트를 설치하고, 85℃의 온도에서 2시
간 가열하여 1 mm 의 두께를 갖는 도전성고분자겔을 작성했다.
이어서, 상기한 도전성 고분자겔을 20 mm 각의 시료편 으로 하고, 이 시료편으로 부터 겔단체의 임피이던
스 Z1 Ω를 측정했다. 이 임피이던스 측정방법에 대해 상술하면, 우선, 동축케이블을 통해 신호 발생기와
오실로스코프를 접속하고 출력전압이 10 vp-p , 출력파형이 정현파, 주파수가 10Hz 인 출력상태로 되도록
신호발생기를 조정했다.
조정이 완료하면
접속했다.

제

1도에

나타낸

바와같이,

신호발생기(1)의

출력단자에

동축케이블(2),

(2)를

그리고 한쪽의 동축케이블(2)에 1MΩ의 저항치 R을 갖는 저항기(3)을 접속하고, 다시 이 동축케이블(2)의
선단에 은전극(4a)를 접속함과 동시에, 다른쪽 동축케이블(2)의 선단에 상기한 은전극(4a)와 (4b)를 접속
하고, 이들 양은 전극(4a)(4b)를 도전성고분자겔의 시험편(5)에 각각 점착했다.
또한, 오실로스코프(OSC)(6)의 + 입력단자 및 - 입력단자에도, 동축케이블(2), (2)를 접속했다.
그리고, 양동축케이블(2),(2)의 선단부에 은전극(4c)(4d)를 접촉하고 이들 은전극(4c),(4d)를 시험편(5)
에 각각 점착했다.
그리고 신호발생기(1)로 부터 시험편(5)에 전압을 인가할때 시험편(5)에 의해 전압강하하는 전압치 V 2 를
오실로스코프(6)에 의해 판독했다.
상기 신호발생기(1)과 시험편(5)와 오실로스코프(6)의 관계는, 제 2도에 나타낸 회로와 같으며, 예컨데
신호발생기(1)로 부터의 전압을 전압치 V1 으로한 경우에는 시험편(5)의 임피이던스 Z1 은 하기 관계식(1)로
구해지게 된다.
│Z│

= R ×V2 / (V1 - V2) … (1)

이렇게하여, 상기 관계식(1)에 오실로스코프(6)으로 얻어진 전압치 V2와, 저항치 R = 1MΩ과, 전압치 V1 =
10V를 대입하여 임피이던스 Z1Ω를 측정했다.
또한, 도전성 고분자겔의 직경 20 mm 의 원형시험편에 직경 10 mm 의 원형 Ag/AgCl전극소자를 접착한 것
을 2조 준비하고, 서로 겔부를 접촉시킨 전극쌍으로서, 이 전극쌍의 임피이던스 ZAgClΩ을 측정했다.
마찬가지로 도전성 고분자겔의 직경 24 mm 의 원형시험편에 직경 20 mm 의 원형탄소전극 소자를 점착한
것을 2조 준비하고 서로 겔부를 접촉시킨 전극쌍으로서 이 전극쌍의 임피이던스 ZCΩ도 측정했다.
그리고, 도전성 고분자겔의 각조성의 (A1), (B1), (G), (S), (C1), (C2)%를 표 1의 실시예 1 - 8 에 나타낸
바와같이 변경하고 상기 측정방법에 의한 임피이던스(Z1), (ZAgCl), (Zc)Ω를 측정했다.
이 측정결과를 표 2에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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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표 2]

그다음, 실시예 1에서의 아크릴아미드 수용액 대신에 48%아크릴산나트륨 수용액 (ANa ) % 로 하고, 그외의
조성(B), (G), (S), (C1 ), (C2 )%를 표 3의 비교예 1,2에 나타낸 바와같이 변경하고 각각의 임피이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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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1) (ZAgCl) (Zc)Ω를 측정했다.
이 측정결과를 표 4에 나타낸다.

[표 3]

ANa 는 48%아크릴산나트륨 수용액이다.

[표 4]

이상의 측정결과로 부터, 실시예 1 - 8 에서 나타낸 아크릴아미드계의 도전성 고분자겔은, 비교예 1, 2에
서 나타내는 아크릴산나트륨계의 도전성 고분자겔이 갖는 임피이던스보다도 낮은 임피이던스를 갖고
있고, 특히 Ag/AgCl 전극을 사용하여 겔부끼리를 접촉시킨 전극쌍의 임피이던스 Z AgClΩ 는 실시예 1 - 8이
90 - 180Ω인데 비하여 비교예 1,2가 340, 370Ω 이기 때문에 극히 저하하고 있는 것이 명백했다.
이와같이, 아크릴아미드계의 도전성 고분자겔은 종래의 아크릴산나트륨계의 도전성 고분자겔 보다도 생체
등 전기현상을 고정밀도로 측정할 수 있다.
[비교예 3,4]
다가알코올을 갖는 아크릴아미드계 도전성고분자겔(실시예 3,5)및 아크릴아미드 수크로오스계 매트릭스의
도전성 고분자겔(비교예 3,4)의 임피이던스의 시간변화에 따른 변화를 측정하여 양자의 차이를 명백히 했
다.
우선, 비교예 3,4로 되는 아크릴아미드 수크로오스계 매트릭스의 도전성 고분자겔을 하기의 방법으로 작
성했다.
즉, 분말상 아크릴아미드모노머(순분 100%)를 15%와, 가교성 단량체로서의 분말상, N,N' - 메틸렌비스 아
크릴아미드를 0.04%와, 점착성 부여제로서의 분말상 수크로오스를 25%를 평량하고, 57.46%의 물에 가해
혼합및 용해시켜 모노머 배합액을 작성했다.
그후, 상기 모노머 배합액에 중합개시제로서의 1.00%, 2% 페르옥소2황화 암모늄 수용액(순분 0.02%)와,
1.50%의 2% 테트라 메틸에틸렌 디아민 수용액(순분 0.03%)를 가해 혼합하고, 실온으로 1시간 중합 가교하
여 1 mm 의 두께를 갖는 도전성 고분자겔을 작성하고, 이것을 비교예 3으로 했다.
이어서, 아크릴아미드 모노머를 15.0%와 N,N' - 메틸렌비스 아크릴아미드를 0.03%와, 수크로오스를 33%를
평량하고 49.47%의 물에 가해 혼합및 용해하여 모노머 배합액을 작성하고, 상술한 바와같은 방법으로 1
mm 의 두께를 갖는 도전성 고분자 겔을 작성하고 이것을 비교예 4로 했다.
그다음, 표 1의 실시예 3,5의 도전성 고분자겔과, 상기 비교예 3,4의 도전성 고분자겔을 온도 23℃ 및 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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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5%의 조건하에 정치하고, 중량(%)의 일변화에 따른 변화및 임피이던스 Z(Ω)의 일변화에 따른 변화를
측정하여 양자의 차이를 명백히 했다. 또한, 이들 측정과 동시에, 유리잔존 모노머율(Ω)ppm 을 고속액체
크로마토그래피로 측정했다.
상기한 중량(%)의 측정결과를 표 5에 나타내고, 임피이던스및 유리잔존모노머율(Q) ppm 의 측정결과를 표
6에 나타낸다. 또한, 표중의 '-'는 측정불능, 'ND' 는 측정기의 측정한계인 20 ppm 이하를 나타낸다.

[표 5]

[표 6]

Q는 유리잔존 모노머이다(단위 ppm)
ND는 측정장치의 검출한계인 20 ppm 이하이다.
상기 표 5 및 표 6에 나타낸 측정결과를 그래프화하면, 제 3도및 제 4도에 나타낸 바와같이 되며, 다가알
코올류를 함유하지 않고, 수크로오스를 함유하는 도전성고분자겔(비교예 3,4) 쪽이, 다가알코올을 갖는
도전성고분자겔(실시예 3,5)보다도 건조하는 속도가 크게되어 있다.
그리고 비교예 3,4는 임피이던스가 건조에 따라 극히 단시간내에 급증하는데 대해 실시예 3,5는 임피이던
스가 낮은 값을 장시간에 걸쳐 유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것에 의해 본발명의 도전성 고분자겔은
아크릴아미드 수크로오스수계 매트릭스의 도전성 고분자겔 보다도 전기현상의 고정밀도 측정을 장시간에
걸쳐 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했다.
또한, 비교예 3,4의 유리잔존모노머율(Q) ppm 은, 24,000 - 18,000 ppm 에 달하고 있는데 비하여, 실시예
3,5의 유리잔존모노머율(Q) ppm 은, 측정장치의 검출한계(20 ppm)이하이다. 이때, 아크릴 아미드모노머
배합액을 중합가교하여 작성한 도전성 고분자겔은, 아크릴아미드모노머가 특정화학물질에 해당하기 때문
에, 유리잔존 모노머율을 바람직하게는 100 ppm 이하, 특히 바람직하게는 50 ppm 이하로 줄일 필요가 있
게된다.
따라서, 비교예 3,4의 아크릴아미드/수크로오스계 매트릭스의 도전성 고분자겔은 생체용도에 부적당하는
데 비해 본실시예의 도전성 고분자겔은 극히 안정성이 높은 도전성 고분자겔이다.
[실시예 9 - 14]
실시예 5에서, 하기와 같이 다가알코올, 전해질염을 변화시키고, 중합개시제로서 C1 을 6.5%, C2를 4.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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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그 이외는 같이하여 도전성 고분자겔을 작성하고, 마찬가지로 임피이던스, 그 일변화에 따른 변화,
중량의 일변화에 따른 변화를 표 7에 나타낸다.
실시예 5에서, 실시예 9는 염화나트륨 4%, 실시예 10은 디글리세린 40%, 염화나트륨 4%, 실시예 11은 데
카글리세린 라우레이트 40%, 염화나트륨 4%, 실시예 12는 글리세린 30%, 염화나트륨 4%, 염화마그네슘
10%, 실시예 13은 염화마그네슘 4%, 실시예 14는 염화칼륨 4%로 변경했다.

[표 7]

이와같이, 다가알코올로서 디글리세린, 데카글리세린 라우레이트로 바꾸고 전해질염으로서 염화마그네슘,
염화칼륨(실시예 10 - 14)로 바꾸어도, 실시예 9와 같이 낮은 임피이던스로 그 변화가 적으며, 또한 건조
한 작은 도전성 고분자겔이 얻어졌다.
[실시예 15 - 23, 비교예 5 - 12]
에폭시 가교제를 함유한 도전성고분자겔(실시예 15 - 21)과, 에폭시 가교제 또는 가교성 단량체를 함유않
은 도전성고분자겔(실시예 22, 23과 비교예 5,6)과, 아크릴 아미드 스크로오스수계 매트릭스의 도전성 고
분자겔(비교예 7 - 10)와의 임피이던스및 점착력을 측정하고 전기적 특성 및 점착성의 차이를
명확히했다.
우선, 중합성을 갖는 단량체로서의 40% 아크릴아미드모노머 수용액을 (A)%, 가교성단량체로서의 분말상
N,N' - 메틸렌비스아크릴아미드를(B)%, 에폭시가교제로서의 폴리에틸렌 글리콜디글리시딜 에테르(n = 22;
600WPE)을 (EP)%, 습윤제로서의 다가알코올인 글리세린을(G)%, 전해질로서의 염화나트륨을 (S)%
평량하고, 용매로서의 물을 나머지 중량%가해 혼합및 용해하여 무색투명한 모노머 배합액을 작성했다.
그후, 상기 모노머 배합액에, 중합개시제로서의 4% 페르옥소 2황산 칼륨 수용액을(C1)%, 2%피로아황산칼륨
수용액을 (C2)% 혼합하여 실시예 1과 같이 네트를 설치하고, 85%의 온도에서 2시간 가열하여 1 mm 의 두께
를 갖는 도전성 고분자 겔을 작성했다.
그다음, 상기 도전성 고분자겔을 20mm 각 시험편으로 하고, 이 시험편으로 부터 상술한 측정방법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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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측정방법으로 겔단체, 전극쌍의 임피이던스 Z1, ZAgCl, ZcΩ 을 측정했다.
그다음, 도전성 고분자겔의 시험편을 사용하여, 수직인장시험법 (치구선단 12 mm 원주, 재질 SUS)에 의
한 점착력(K)g 을 측정함과 동시에, 도전성 고분자겔을 20mm X 120mm 절단한 시험편을 사용하여 JIS 점착
테이프, 점착시이트 시험방법 ZO237 - 1980에 기재한 90도로 잡아 떼는 방법으로 점착력(L)g 을
측정했다.
그리고, 도전성 고분자겔의 각 조성의 (A),(B),(EP),(G),(S),(C1),(C2)%를 표 8의 실시예 9 - 15에 나타낸
바와같이 변경하고, 임피이던스(Z1 ), (ZAgCl ), (Zc) 및 접착력(K),(L)g 을 측정했다. 또한, 이들 측정과 동
시에 유리잔존 모노머율(Q)ppm 을 고속액체 크로마토그래피로 측정했다. 이 측정결과를 표 9에 나타낸다.

[표 8]

[표 9]

ND는 측정장치의 검출한계인 20ppm 이하이다.
그다음, 도전성 고분자겔의 각조성(A),(B),(E),(G),(S),(C1),(C2 )%를 표 10에 나타낸 바와같이 변경하고,
에폭시가교제를 제외한 실시예 22,23이나 가교성 단량체로서의 N,N' - 메틸렌비스 아크릴아미드를 제외한
(비교예 5,6)의 임피이던스(Z1), (ZAgCl), (Zc)Ω 및 접착력(K), (L)g 을 측정했다.
이 측정결과를 표 11에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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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표 11]

이어서, 아크릴 아미드수크로오스계 매트릭스의 도전성고분자겔(비교예 7 - 10)을 작성하고 임피이던스
(Z1)·(ZAgCl)·(Zc)Ω 및 점착력(K), (L)g 을 측정했다.
즉, 중합성을 갖는 단량체로서의 분말상 아크릴아미드 모노머(순분 100%) 를 (A2 )%, 가교성 단량체로서의
분말상 N,N' - 메틸렌비스아크릴 아미드를 (B)%, 점착성부여제로서의 분말상 수크로오스를 (M)%평량하고,
(W)%의 물에 가해 혼합및 용해하여 모노머 배합액을 작성했다. 그후, 상기한 모노머 배합액에 중합개시제
로서의 (C3 )%의 2%페르옥소 2황산 암모늄 수용액과, (C4 )%의 2%테트라메틸 에틸렌 디아민 수용액을 가해
혼합하고 실온에서 1시간 중합가교하여 1 mm 의 두께를 갖는 도전성 고분자겔을 작성했다.
상기한 각조성(A2),(B),(M),(W),(C3),(C4 )%를 표 12의 비교예 7 - 10에 나타낸 바와같이 변경하고, 임피이
던스(Z1),(ZAgCl ),(Zc)Ω 및 점착력(K),(L)g 을 측정했다. 또한 이들 측정과 동시에 유리잔존모노머율
(Q)ppm 을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로 측정했다.
이 측정결과를 표 13에 나타낸다.

[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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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이상의 측정결과로 부터, 실시예 15 - 21의 임피이던스(Z1),(ZAgCl ),(Zc)Ω 가 26 - 65 Ω, 83 - 102 Ω,
27 - 45Ω이고, 에폭시 가교제를 제외한 실시예 22, 23의 임피이던스(Z1),(ZAgCl ),(Zc) 와 대량 동등하기
때문에 에폭시 가교제의 유무에 따라 전기적 특성이 변화하지 않은 것이 명백해졌다.
또한, 실시예 15 - 21의 점착력(K), (L) g이 351 - 448g, 78 - 217 g 인데 비하여 에폭시가교제를 제외한
실시예 22, 23및 비교예 7 - 10의 점착력(K),(L) g 이 112 - 158 g, 21 - 23g 으로 되고, 실시예 15 - 21
의 점착력(K), (L)g 은 비교예 5 - 12 의 점착력(K),(L)g 의 2배 이상으로 달하고 있다. 따라서, 본실시
예의 도전성 고분자겔은 에폭시 가교제를 갖음으로서, 낮은 임피던스를 유지한 상태에서 높은 점착성을
갖고 있다.
또한, 비교예 7 - 10의 유리잔존모너머율(Q)는, 18,000 - 24,000 ppm 에 달하고 있는데 비하여 실시예 15
- 21의 유리잔존모노머율(Q)는, 측정장치의 검출한계인 20 ppm 이하이다. 따라서, 비교예 7 - 10의 아크
릴아미드/수크로오스계 매트릭스의 도전성 고분자겔은, 생체용도에 부적당한데 비해 본실시예의 도전성
고분자재료는, 극히 안정성이 높은 도전성 고분자 겔인 것도 확인했다.
[실시예 24 - 27]
실시예 24는 글리세린, 실시예 25는 습윤제로서 글루코오스, 실시예 26은 푸룩토오스, 실시예 27은 수크
로오스로 바꾸어 도전성 고분자겔의 각조성의 중량% (A),(B),(EP),(G),(S),(C1)),(C2 )를 표 14의 실시예
24 - 27에 나타낸 바와같이 변경하고, 임피이던스(Z1),(ZAgCl ),(Zc)Ω, 점착력(K),(L)g, 건조에 의한 중량%
의 일반화에 따른 변화및 임피이던스의 변화를 표 15에 나타낸다.

[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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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이상의 측정결과로 부터 글루코오스, 푸룩토오스, 수쿠로오스로 바꾼것은, 임피이던스, 점착력은 글리세
린과 거의 동등하나, 건조에 의한 중량%의 변화, 임피이던스의 변화는 글리세린이 한층 양호하고 수크로
오스, 푸룩토오스, 글루코오스 순으로 안좋았다.
[실시예 28 - 39]
금속이온봉지제를 함유한 도전성 고분자겔(실시예 28 - 37)과, 금속이온봉지제를 함유하지 않은 도전성
고분자겔(실시예 38,39)와의 임피이던스를 측정함과 동시에 전기적 특성및 부식성의 차이를 명확히 했다.
우선, 중합성을 갖는 단량체로서의 40% 아크릴아미드모노머수용액을(A)%, 가교성 단량체로서의 분말상
N,N' - 메틸렌비스 아크릴아미드를(B)%, 습윤제로서의 다가알코올인 글리세린을 (A)%, 전해질 염류로서의
염화나트륨을(S)%, 금속이온 봉지제로서의 벤조트리아졸 또는 톨릴트리아졸(I)%를 평량하고, 용매로서 물
을 나머지 가하여 혼합및 용해하여 무색 투명한 모노머 배합액을 작성했다.
그후, 상기 모노머배합액에 중합개시제로서의 4%, 페르옥소 2황산 칼륨수용액을(C1 )%와, 2% 피로아황산칼
륨수용액을(C2 )%를 혼합하고, 실시예 1과 마찬가지로 네트를 설치하여 85℃의 온도에서 2시간 가열해서 1
mm 의 두께를 갖는 도전성 고분자겔을 작성했다.
그다음, 상기한 도전성 고분자겔을 20 mm 각 시험편으로 하고, 이 시험편으로 부터 단체전극쌍의 임피이
던스 Z1, ZAgCl, ZcΩ 을 측정했다. 이 측정은 전술한 바와 동일한 방법으로 했다.
그리고, 도전성고분자겔의 시험편을 양백편에 점착하고, 항온, 항습도(25℃, 50%)로 정치하여 24시간, 48
시간, 168시간 경과후에 도전성 고분자겔의 변색및 양백편의 변색유무및 상태를 확인했다.
그리고, 시험편 및 양백편의 상태에 따라 전혀 변화없음 ◎, 미소하게 변화있음 Ｏ, 양백에 가깝게 흔적
잔류, 겔의 변색 △, 양백에 흔적잔류, 겔의 변색 X 의 5단계로 분류했다. 또한 겔이 생기지 않은 측정불
능인 것에 대해서는 겔생성않음 - 로 했다.
상술한 도전성 고분자겔의(A),(B),(G),(S),(I),(C1),(C2 )%를 표 16의 실시예 28 - 39에 나타낸 바와같이
변경하고, 상기 측정방법에 의한 임피이던스(Z1),(ZAgCl),(Zc)Ω 및 부식성을 측정 및 관찰했다.
이 측정 및 관찰결과를 표 17에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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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표 17]

이상의 측정결과로 부터, 실시예 27 - 37의 임피이던스(Z1),(ZAgCl ),(Zc)가 22 - 77Ω, 89 - 189Ω, 28 85 Ω이며, 실시예 38, 39의 임피이던스(Z1),(ZAgCl ),(Zc)Ω와 대략 동등하기 때문에, 금속이온 봉지제의
유무나 증감에 따라 전기적특성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하게 되었다. 또한, 실시예 28 - 37의 부
식성이 ◎ 또는 Ｏ인데 비하여 금속이온봉지제를 제외한 실시예 38, 39가 X 인점에서 금속이온봉지제에
따라 부식성이 개선되고 있다.

20-14

1019930016169
또한, 실시예 37의 금속이온 봉지제가 15중량%인 경우에 겔이 생성되지 않고, 또한 실시예 36의 금속이온
봉지제가 0.05중량%인 경우에 부식성이 △인 점에서, 양호한 부식성을 갖은 도전성고분자 겔로 하기 위해
금속이온봉지제가 0.05 - 15중량%의 범위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시예 40 - 51]
에폭시 가교제에 의해 점착성을 증대시킨 경우의 금속이온 봉지제를 함유한 도전성 고분자겔(실시예 40 47)과, 금속이온 봉지제를 함유하지 않는 도전성 고분자겔(실시예 48 - 51)의 임피이던스, 부식성 및 점
착력을 측정 및 관찰하고, 전기적특성, 부식성 및 점착성의 차이를 명백히 했다.
우선, 표 18에 나타낸 바와같이, 상술한 도전성 고분자겔의 각 조성의 (A)·(B)·(G)·(S)·(I)·(C1)·
(C2 )%에, 에폭시수지 가교제로서 폴리에틸렌 글리콜 디글리시딜 에테르(n = 22 ; 600 WPE)를 (EP)wt % 첨
가하여, 실시예 1과 같이하여 실시예 40 - 51의 도전성 고분자 겔을 작성하고 임피이던스(Z1),(ZAgCl),(Z
c)Ω 및 부식성을 측정 및 관찰했다. 또한, 부식성은 도전성 고분자겔의 상태를 부식성 1로 하고 양백의
생체용 전극의 상태를 부식성 2로 했다.
이 측정결과 및 관찰결과를 표 19에 나타낸다.
그다음, 실시예 40 - 51의 도전성고분자 겔의 시험편을 사용하여 수직 인장시험법(치구선단 12 mm
원주, 재질 SUS)에 의한 점착력(L)g을 측정함과 동시에 도전성 고분자겔을 20 mm X 120 mm 로 절취한 시
험편을 사용하여 JIS점착테이프, 점착시이트 시험방법 ZO237 - 1980에 기재한 90도로 잡아떼는 방법으로
점착력(M) g을 측정했다.
이 측정결과를 표 19에 나타낸다.

[표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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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이상의 결과로 부터 실시예 40 - 47의 임피이던스(Z1)(ZAgCl )(Zc)Ω이 30~65Ω·82~115 Ω·27~56Ω이며,
실시예 48 - 51의 임피이던스(Z1)·(ZAgCl ))·(Zc)Ω 와 거의 동등한 점에서, 에폭시가교제를 함유한 도전
성 고분자겔은, 금속이온 봉지제의 유무나 증감에 따라 전기적 특성이 변화하지 않는다. 또한 실시예 40
- 47의 점착력(L),(M)g 이 355 - 450 g, 77 - 207g 이며, 실시예 48 - 51의 점착력(L), (M)g과 거의 동등
하기 때문에 에폭시가교제를 함유한 도전성 고분자겔은 금속이온 봉지제의 유무나 증감에 따라 점착성이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실시예 40 - 46의 부식성 1,2가 ◎인데 비하여 금속이온 봉지제를 제외한 실시예 48 - 51이 X 또
는 △이기 때문에 금속이온 봉지제에 의해 부식성이 개선되고 있는 점이 명백하게 되었다.
또한, 실시예 43의 금속이온 봉지제가 0.1중량%인 경우에 부식성이 △인 점에서, 에폭시가교제를 함유한
도전성겔은 양호한 부식성을 갖는 도전성고분자 겔로하기 위해 금속이온 봉지제가 0.1중량%를 넘도록 설
정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 하다.
본발명의 도전성 고분자겔은, 이상 상세하게 기재된 바와같이 가교된 폴리아크릴아미드계 고분자중에 물
및 다가알코올이 주성분을 되며, 다량으로 함유되고 전해질염이 함유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 임피이던
스가 낮다.
또한, 폴리아크릴아미드계 고분자가 친수성임과 동시에 비전해질이기 때문에 금속계의 전극소자와의 반발
성이 적고 접촉계면에서의 임피이던스의 증대가 적다. 또한, 아미드기가 겔체중에 수화되고, 양성자의 이
동이 발생한 것으로서도 전극소자의 금속(예를들면 Ag)와 하기의 화학식의 반응계가 존재하는 것이 관찰
된다.

이와같이, 본발명의 도전성 고분자겔은 그 자체의 임피이던스가 낮고 또 전극소자와의 전기적 접합이 양
호하며, 전체로서도 임피이던스가 낮은 것이다.
따라서, 낮은 임피이던스이기 때문에 미약한 전기신호로도 정밀도가 양호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전성 고
분자 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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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발명의 도전성 고분자겔에 따르면, 도전성 고분자겔에 함유된 다가 알코올이 건조속도를 지연시
키고 건조에 따른 임피이던스의 증대를 방지하기 때문에 전기현상의 정확한 측정을 장시간에 걸쳐 수행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본발명의 도전성 고분자겔에 따르면, 하기의 화학식에 나타난 바와같이, 에폭시가교에 의해 가교간
거리를 조정함으로서 도전성고분자겔의 신장성이 양호함과 동시에 점착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전극소자와의 점착성이 양호하고, 측정대상물인 표면의 피부등으로 부터 사용중에 피측정자
의 동작의 자유도를 증대시킨 상태에서 고정밀도 측정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본발명에 따르면 도전성 고분자겔에 함유된 금속이온 봉지제가 금속이온을 봉지하여 전극소자의 부
식을 방지하기 때문에 부식에 의해 발생하는 기전력에 의해 측정의 오차가 없고 생체용 전극등의 반복사
용이나 장시간의 사용이 가능하며, 또한 겔과 전극소자를 미리 일체화로 사용할 수 있다.
즉, 예를들면 금속이온 봉지제가 벤조트리아졸이며, 전극소자가 동을 갖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면,
금속이온 봉지제인 벤조트리아졸은, 상온부근에서 증기압을 갖기 때문에, 기화성의 방청제로 되며, 동이
이온화함과 동시에 벤조트리아졸 제 2동으로 되며, 전극소자 표면상에 투명한 분자피막을 형성시키는 것
으로 된다.
따라서, 전극소자는 부식환경이 상기한 분자피막에 의해 차단되어 녹청화가 방지되게 된다.
또한, 본발명의 도전성 고분자겔의 제법은, 이상과 같이 아크릴아미드계의 중합성 단량체, 가교성단량체,
물, 다가알코올, 습윤제및 전해질염, 그외 필요에 따라 에폭시가교제, 금속이온 봉지제를 함유한 모노머
배합액을 중합가교하여 도전성 고분자겔로 한다.
상기 모노머 배합액은 물이 있으므로 각 조성을 균질하게 혼합분산시킬 수 있고 가열함으로서, 또한 전자
선, 광의 조사에 의해 중합가교 반응하므로 비교적 간단히 겔을 제조할 수 있다.
물의 량을 다른 성분이 용해할 수 있는 정도로 조합하면, 중합가교 후에 여분의 물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
로 도전성 고분자겔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본발명의 생체용 전극은 정밀도가 좋고 장시간에 걸쳐 정밀도가 양호하며 전극소자의 부식을 방지
하여 장시간 사용이나 반복사용에도 측정오차의 염려가 없고, 또한 피부에의 점착성이 양호한 것이기 때
문에 사용상 매우 우수한 생체용 전극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물, 습윤제, 또한 전해질염이 균질하게 분포되고 가교성단량체를 함유한 가교된 폴리아크릴아미드계 고분
자를 포함하고, 중량백분율을 기준할 때 상기 각 성분의 조성은 폴리아크릴아미드계 고분자가 13-25중량
%, 습윤제가 20-65중량%, 전해질염이 2-15중량%, 물이 20-65중량% 또한 가교성단량체가 0.001-0.3중량%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전성 고분자겔.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폴리아크릴아미드계 고분자가 하나이상의 에폭시가교제에 의해 가교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전성 고분자겔.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에폭시가교제의 백분율조성이 0.05-0.3중량%의 범위인 것으로된 도전성 고분자겔.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온에서 증기압을 갖는 금속이온봉지제(sealing compound)를 함유하고 이 봉지제의 백
분율조성이 0.05-15중량%의 범위인 것으로된 도전성 고분자겔.
청구항 5
물, 습윤제, 또한 전해질염이 균질하게 분포되고 가교성단량체를 함유한 가교된 폴리아크릴아미드계 고분
자를 포함하고, 중량백분율을 기준할 때 상기 각 성분의 조성은 폴리아크릴아미드계 고분자가 13-25중량
%, 습윤제가 20-65중량%, 전해질염이 2-15중량%, 물이 20-65중량% 또한 가교성단량체가 0.001-0.3중량%인
것으로된 도전성 고분자겔을 전극소자에 접착하여 만든 인테그랄 유닛(integral unit).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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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습윤제, 또한 전해질염이 균질하게 분포되고 가교성 단량체를 함유한 가교된 폴리아크릴아미드계 고
분자를 포함하고, 중량백분율을 기준할 때 상기 각 성분의 조성은 폴리아크릴아미드계 고분자가 13-25중
량%, 습윤제가 20-65중량%, 전해질염이 2-15중량%, 물이 20-65중량% 또한 가교성단량체가 0.001-0.3중량%
인 것으로된 도전성 고분자겔을 포함하는 감지기소자.
청구항 7
물, 습윤제, 또한 전해질염이 균질하게 분포되고 가교성단량체를 함유한 가교된 폴리아크릴아미드계 고분
자를 포함하고, 중량백분율을 기준할 때 상기 각 성분의 조성은 폴리아크릴아미드계 고분자가 13-25중량
%, 습윤제가 20-65중량%, 전해질염이 2-15중량%, 물이 20-65중량% 또한 가교성단량체가 0.001-0.3중량%인
것으로된 도전성 고분자겔을 포함하는 고형전해질액.
청구항 8
물, 습윤제, 아크릴아미드계 중합성단량체, 가교성단량체 또는 전해질염을 포함하고, 중량백분율을 기준
할 때 상기 각 성분의 조성은 아크릴아미드계 중합성단량체가 13-25중량%, 가교성단량체가 0.001-0.3중량
%, 습윤제가 20-65중량%, 전해질염이 2-15중량% 또한 물이 20-65중량% 인 것으로된 단량체배합액을 중합
가교하는 것으로 된 도전성 고분자겔의 제조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단량체배합액이 하나이상의 에폭시가교제를 함유하여된 도전성 고분자겔의 제조방법.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40-90℃ 로 가열하여 중합가교하는 것으로된 도전성 고분자겔의 제조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1-2시간동안 중합가교하는 것으로된 도전성 고분자겔의 제조방법.
청구항 12
제8항에 있어서, 한쌍의 열판사이에 단량체배합액을 접촉시키고 열판의 양면을 가열하여 중합가교시키는
것으로된 고분자겔의 제조방법.
청구항 13
제8항에 있어서, 단량체배합액 속의 중간부분이나 표면에 네트형 보강재를 설치하여 중합가교시키는 것으
로된 고분자겔의 제조방법.
청구항 14
제8항에 있어서, 상온에서 증기압을 갖는 금속이온봉지제를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분자겔의 제
조방법.
청구항 15
물, 다가알코올 습윤제 또한 전해질염이 균질하게 분포된 가교된 폴리아크릴아미드계 고분자를 포함하고
중량백분율을 기준할 때 상기 각 성분의 조성은 폴리아크릴아미드계 고분자가 13-25중량%, 다가알코올 습
윤제가 20-65중량%, 전해질염이 2-15중량% 또한 물이 20-65중량%인 것으로된 도전성 고분자겔과 전극소자
를 포함하고, 상기의 겔을 통해 전극소자가 생체에 전기접촉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생체용전극.
청구항 16
물, 습윤제, 또한 전해질염이 균질하게 분포되고 하나이상의 에폭시가교제에 의해 가교된 폴리아크릴아미
드계 고분자를 포함하고, 중량백분율을 기준할 때 상기 각 성분의 조성은 폴리아크릴아미드계 고분자가
13-25중량%, 습윤제가 20-65중량%, 전해질염이 2-15중량%, 에폭시가교제가 0.05-0.3중량% 또한 물이 2065중량%인 것으로된 도전성 고분자겔과 전극소자를 포함하고, 상기의 겔을 통해 전극소자가 생체에 전기
접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생체용전극.
청구항 17
제15항에 있어서, 도전성 고분자겔이 상온에서 증기압을 갖는 금속이온봉지제를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생체용전극.
청구항 18
제16항에 있어서, 도전성 고분자겔이 상온에서 증기압을 갖는 금속이온봉지제를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생체용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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