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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actile sensor is a device that collects pressure information from its environment. However, the sensors mimicking a

human’s sensory system have not been sufficiently developed for practical application. It is noted that planar flexible tactile

sensors have sufficient elasticity and flexibility for attachment to non-planar surfaces. But, they are subjected to an initial

strain when attached to a non-planar surface. Therefore an additional calibration process is required. In this study, the

fabrication process of a non-planar flexible tactile sensor is proposed, using a direct writing technology as well as an

additive manufacturing technology. A curved elastic sensor body was fabricated using mold by the use of a layer-by-layer

process. Moreover, the pressure sensitive material which is composed of MWCNTs and PDMA, was dispensed using a

direct writing technology. The non-planar flexible tactile sensor was fabricated and tested in terms of an external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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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간의 피부는 표피 하부에 존재하는 수용기들에 의해서 다양

한 외부 자극들을 감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촉각은 인

간이 외부 환경으로부터 감지하는 자극 중 질감, 무게, 외력 등을

감지하는 것으로서 이를 감지하는 촉각센서는 로봇이나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의 장치에 중요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피부 수용기를

모방하는 촉각센서의 개발은 매우 중요하다.1-4 

Yang 등5은 MEMS (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 기술

을 이용하여 촉각을 감지하는 센서를 개발하였으나 금속 전선을

사용하여 신축성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Lee 등6은 절

연층 역할을 하는 고체상태의 PDMS(Polydimethylsiloxane) 내부

에 구리전극을 삽입한 유연촉각센서를 개발하였다. 하지만 구리

전극을 이용한 대면적 센서의 제작은 비용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Woo 등7은 광 경화성 수지로 된 절연층 사이에 MWCNTs (Multi-

Walled Carbon Nano Tubes) 혼합물로 된 압력감응제를 직접주사

방식으로 성형하여 대면적에 적용이 가능한 유연촉각센서를 개발

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액체상태의 압력감응제 혼합

물 내부의 MWCNTs 입자들의 배열이 변화하여 센서소자의 전기

적 특성이 변화하며 또한 곡면 부착 시 형상에 따른 초기 응력이

변화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촉각을 모사하는 유연촉각센서는 외부의 반복적인 자극에 의

한 피로파괴가 일어나지 않고, 임의형상에 부착이 용이하도록 유

연성과 신축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촉각센

서들은 낮은 신축성을 갖거나 공정이 복잡하고 평면형상을 갖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MWCNTs와 PDMS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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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압력감응제를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비평면 형상의 유

연촉각센서 제작 공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압력

감응제는 PDMS 경화제에 의해 압력감응제가 경화되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압력감응제의 전기적 특성이 변화하지 않는다. 또한,

센서가 부착될 표면의 곡률반경과 동일한 곡률반경을 갖기 때문

에 센서 부착 시 전기적 특성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2. PMDS와 MWCNTs 기반 개선된 압력감응제의 제작

Woo 등8,9에 의해 제안된 MWCNTs와 PDMS를 혼합한 압력감

응제와 이를 이용한 유연촉각센서는 제작공정이 단순하면서도 대

면적의 제작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한편, 이 압력감응제는

액체상태의 PDMS 내부에 MWCNTs 입자 및 MWCNTs 입자들

의 응집을 억제하는 계면활성제로 구성된 높은 점성의 액체로서,

본 연구의 실험 결과 시간에 지남에 따라 전기적인 특성이 변화

하는 것을 파악하였다.

PDMS의 주제는 액체상태로 존재하지만 여기에 경화제를 혼

합하면 고체상태로 상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8,9에서 제안된 PDMS와 MWCNs 기반의 액체 압력감

응제에 PDMS 경화제를 혼합하여 경화시켜 MWCNTs 입자들의

분포를 고정하고자 하였다.

한편, 주제와 경화제의 혼합에 의해 PDMS가 경화 될 때 주제

와 경화제의 배합비율에 따라서 경화된 재료의 탄성계수가 달라

지기 때문에 경화제가 혼합된 압력감응제 역시 경화제의 비율에

따라서 탄성계수가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

구8,9를 바탕으로 제작된 압력감응제 대비 PDMS 경화제의 질량

비를 2 - 10%로 변화시키면서 압력감응제의 질량비가 각각 다른

압력감응제들을 제작하고 이의 경화특성을 파악하였다. PDMS

경화제의 질량비가 2%인 경우에는 압력감응제가 경화되지 않았

고 그 이상의 질량비에서는 압력감응제의 경화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경화제의 질량비가 4% 및 6%인 경우에 경하된 압력감응제

가 충분한 유연성과 신축성을 갖는다. 하지만 경화제의 질량비가

8% 이상인 경우에는 작은 응력에서도 경화된 압력감응의 단선이

발생하였다.

Fig. 1은 경화제의 질량비가 6%인 경화된 압력감응제 단면의

전자현미경 사진이다. Fig. 1에서 흰색을 갖는 부분은 경화된

PDMS 이며 실 모양의 검은색 부분은 MWCNTs 입자들로서, 개

선된 압력감응제에서는 MWCNTs 입자들이 경화된 PDMS 내부

에 고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개선된 압력감응제 내부

의 MWCNTs 들은 외력이 가해지지 않는 경우에는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외력이 가해지게 되면 MWCNTs 입자

들의 상대거리가 변화하여 전기저항이 변화하게 된다.

기존 연구8,9에서 제안된 압력감응제와 개선된 압력감응제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서 두 압력감응제를 각각 제작하고 노즐을

이용하여 각각 토출 성형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른 압력감응제의

전기저항 변화를 측정하였다. 이때 토출 성형 조건은 토출압력

220 kPa, 노즐 이송속도 1 mm/s, 노즐과 기저판 사이의 거리 50 µm

이며, 내경 260 µm의 노즐이 사용되었다.

Fig. 2는 제작된 두 가지 압력감응제들의 시간에 따른 전기저

항 변화를 측정한 결과를 정리한 그래프이다. 총 10일 동안 일정

한 시간에 각 압력감응제의 전기저항을 디지털 멀티미터를 이용

하여 측정하였다. Fig. 2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의 압력감응제는

날짜가 지남에 따라서 전기저항이 변화하며, 이는 압력감응제 내

부의 MWCNTs 들이 점차 침전되고 배열이 변화됨에 따라 상대

적 위치가 변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선된 압력감응제는 시간

에 따른 전기저항의 변화가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

한 개선된 압력감응제가 적용된 곡면유연촉각센서의 성능이 보다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3. 비평면 유연촉각센서 제작공정

3.1 비평면 유연촉각센서 제작공정 개요

본 연구에서 개발한 비평면 유연촉각센서는 기존 평면 유연촉

각센서7-9와 유사하게 다수의 탄성체 층 들 사이에 압력감응제가

선 모양으로 성형된 구조를 갖는다. 하지만 센서의 몸체가 되는

탄성구조물이 곡면을 가져야 하며, 이를 기저판으로 하여 압력감

응제가 3차원으로 토출 성형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Fig. 1 SEM image of improved pressure sensitive material

Fig. 2 Comparison of electric resistance for previous and improved

pressure sensitive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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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면 유연촉각센서 제작 공정을 개발하였다. 한편, 비평면 유연

촉각센서는 다양한 형상의 부착면을 모사한 형상을 각각 가져야

하며, 본 연구에서는 일정한 지름을 갖는 반 원통형 형상을 부착

면으로 하였다.

Fig. 3은 본 연구에서 개발한 반 원통형 부착면의 비평면 유연

촉각센서 제작공정으로서 다음과 같은 세부공정으로 구성된다.

우선 부착면(Substrate)의 표면형상을 모방한 PDMS로된 곡면 탄

성구조물을 금형을 이용하여 성형한다. 성형된 곡면 탄성구조물

위에 개선된 압력감응제를 직접주사공정으로 3차원 토출성형 한

다. 80oC의 가열 챔버에서 약 2시간동안 가열하여 토출 성형된

개선된 압력감응제를 경화시킨다. 곡면 탄성구조물과 그 위에 토

출 성형된 개선된 압력감응제 위에 다시 탄성구조물을 금형을 이

용하여 성형한다. 이는 개선된 압력감응제를 보호하고 절연체 역

할을 한다.

3.2 개선된 압력감응제의 토출 성형특성

토출 성형되는 개선된 압력감응제는 선폭에 따라 전기저항이

달라지며, 비평면 유연촉각센서에서 가해지는 하중을 정확히 측

정하기 위해서는 압력감응제가 일정한 선폭을 가져야 한다. 따라

서 개선된 압력감응제의 토출 성형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토출 되는 압력 감응제의 선폭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는 노즐의 내경, 토출압력, 노즐의 이송속도, 그리고 기저판

과 노즐 사이의 거리이다.9

본 연구에서는 노즐의 내경 및 기저판과 노즐 사이의 거리를

각각 260 µm 및 50 µm로 고정하고 노즐의 이송속도를 1 - 8 mm/

sec, 그리고 토출 압력을 180 - 260 kPa로 변화하며 경화된 PDMS

평면 위에 개선된 압력 감응제를 토출하여 성형된 선폭을 측정하

였다. 이때 CCD 카메라가 부착된 현미경(OSM-U, Dong-Won)

및 이미지 측정 프로그램(Plus 4.0, Alpha Systec)을 이용하여 토

출 성형된 개선된 압력감응제의 선폭을 각각 측정하였다.

Fig. 4는 노즐의 이송속도와 토출 압력의 변화에 따른 토출 성

형된 개선된 압력감응제의 토출 선폭 측정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Fig. 4에서 알 수 있듯이 기저판과 노즐 사이의 거리 및 노즐의

내경이 동일한 경우 토출 성형되는 개선된 압력감응제의 선폭은

노즐의 이송속도에 반비례하고 토출압력에 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낮은 토출압력에서 노즐의 이송속도가 너무 빠르면

개선된 압력감응제가 원활하게 성형되지 않았다.

한편, 토출 성형된 개선된 압력감응제의 선폭이 가늘수록 동일

한 면적에 더 많은 선을 성형할 수 있기 때문에 센서의 해상도를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선폭이 너무 가늘면 성형 중에 단선이 일어

날 수 있으며 압력감응제의 전기 저항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선이 일어나지 않으며 선폭이 상대적으로 작은

조건인 토출압력 240 kPa, 그리고 노즐 이송속도 1 mm/s의 조건

에서 곡면 유연 촉각 센서를 제작하였다.

3.3 금형을 이용한 곡면탄성구조물의 성형

본 연구에서 제안한 비평면 유연 촉각센서는 두 층의 PDMS로

된 곡면 탄성구조물 사이에 개선된 압력감응제가 성형되어 제작

된다. 이때 곡면 탄성구조물을 성형하기 위해 곡면 구조물 형상과

일치하는 표면형상을 갖는 금형을 사용하였다. 금형은 이형성이

좋고, 가공 후 표면조도가 우수하며, PDMS와 화학적으로 반응하

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알루미늄(AL6061)으로 제작하였다. 금형은

상형과 하형으로 구성되며 상형에는 PDMS를 주입할 수 있는 게

이트가 있다. PDMS는 중력에 의해 게이트를 통해 금형 공동으로

주입된다. 이를 이용하면 곡률반경 9 mm, 길이 30 mm 및 두께

2 mm를 갖는 반원통 형상의 곡면탄성체를 제작할 수 있으며,

Fig. 3 Schematic drawing of non-planar tactile sensor fabrication

process

Fig. 4 Dispensed line width of improved pressure sensitive material

for various dispensing pressure and nozzle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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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성인 남성의 손가락을 모사한 것이다. Fig. 5는 금형의 사진

이며, Fig. 6은 금형을 이용하여 성형된 PDMS 구조물의 사진이다.

4. 비평면 유연촉각센서 제작

개선된 압력감응제를 제작된 곡면탄성구조물 위에 토출 하기

위해서는 압력감응제가 토출 되는 노즐의 끝단이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곡면탄성구조물의 표면형상을 따라 이송되어야 한다. 이

를 위해 Fig. 7과 같은3축 스테이지 시스템의 z축에 노즐을 부착

하여 곡면이송을 하였다. 이때 압력감응제의 토출을 위해서 공압

토출시스템을 이용하였다. 

Fig. 8은 센서의 몸체가 되는 곡면탄성구조물 위에 개선된 압

력감응제가 토출 되는 사진이다. 곡면탄성구조물인 PDMS 주제

와 경화제는 질량비 10 : 1로 제작되었다. 그리고 노즐의 내경

260 µm, 노즐과 탄성구조물 사이의 수직방향 거리 50 µm, 토출

압력 240 kPa, 노즐의 이송속도 1 mm/s의 조건에서 압력 감응제

를 토출 성형하였다. 한편, 압력감응제는 곡면 위에 토출 되므로

자중에 의해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성형되는 선폭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곡면탄성구조물 윗면과 옆면에 토출 성형된

압력감응제의 선폭을 각각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 893 - 917 µm로

서 큰 차이가 없었다. 

제작된 비평면 유연촉각센서를 곡면에 부착한 지름 15 mm의

원형단면을 갖는 팁을 이용하여 28.3 - 1132 kPa의 압축응력을 각

각 가하면서 전기저항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Fig. 9는 다양한 압

력에서 제작된 비평면 유연촉각센서의 전기저항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Fig. 9에서 알 수 있듯이 제작된 비평면 유연촉각센서는

압축응력이 증가함에 따라 선형적으로 전기 저항이 증가한다. 따

라서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임의의 압력이 센서에 가해졌을 때,

센서의 전기저항 변화를 통해 가해진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촉

각 센서의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5 Photograph of aluminum mold for non-planar sensor body

fabrication

Fig. 6 Fabricated PDMS sensor body using aluminum mold

Fig. 7 Schematic drawing of 3-axis stage and pneumatic dispensing

system

Fig. 8 Photograph of dispensing of improved pressure sensitive

material on the sensor body

Fig. 9 Electric resistance of non-planar tactile sensor for various

compressive str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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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적층 조형 기술과 직접 주사 기술을 이용하여 MWCNTs와

PDMS 기반의 비평면 유연 촉각 센서 제작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

였다. 즉 비평면 유연 촉각 센서를 제작하기 위해 곡면 탄성체를

성형하고, 성형된 곡면 탄성체 위에 압력 감응제를 토출 하는 곡

면유연촉각센서의 제작 공정을 제안하였다. 한편,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액체상태의 압력감응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부에 존

재하는 MWCNTs 입자의 침전에 따른 전기적 특성 변화가 발생

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화제를 혼합한 개선된 압력감응제를

제작하였다. 개선된 압력감응제는 내부에 분포된 MWCNTs 입자

들이 PDMS 경화제에 의해 고정되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전기적

특성이 변하지 않는다. 

본 연구를 통해 제작된 곡면유연촉각센서는 다양한 압력에 따

른 전기저항의 변화를 보였다. 또한, 센서가 부착될 표면의 곡률

반경과 동일한 곡률반경을 갖기 때문에 센서 부착 시 전기적 특

성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다

양한 곡률반경을 가지는 센서의 개발을 통해 다양한 표면에 적용

가능하며 전기적 특성이 안정된 센서의 제작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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