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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탄소 나노 튜브(Carbon Nanotubes)는 우수한 

물리적, 기계적, 전기적 성질로 인해서 그 응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미소 
변형에서 게이지율(gauge factor)이 약 600-
1000 정도로 압전 저항 성능(piezoresistivity)이 
매우 우수하다.1 최근 들어, 이러한 압전 저항 
성능을 이용한 촉각 센서의 개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2,3 본 논문에서는 
후처리가 필요없는 직접 가공 공정에서 탄소 
나노 튜브를 사용하기 위해서 광경화성 
수지(photocrosslinkable resin)를 사용한 유연한 
압전 저항 재료를 개발한다. 광경화성 수지는 
다른 열경화성 수지(thermal curable resins)와는 
달리 패터닝(patterning)이 쉬우며, 빠른 시간에 
형상/패턴을 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로 
인해서 직접 인쇄 (direct-print), 쾌속조형 
(Additive Manufacturing or 3D Printing)등의 
공정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탄소 나노 튜브의 분산 및 분산도를 유지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며, 광의 투과성을 높여 
경화도를 증가시키는 것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재료 개발에 
있어서의 초기 연구, 현재 개발된 재료 및 
향후 연구에 대해서 논한다.  

 
2. Materials and Methods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재료는 상용 광경화성 
쾌속 조형 재료와 산업용 탄소 나노 튜브이다. 

광경화성 수지로 Stratasys 사의 FullCure 930 
TangoPlus 와 Nanolab 사의 multi-walled carbon 
nanotubes (MWNTs)를 사용하였다. MWNTs 는 
85%의 순도이며, 10-30nm 의 직경 및 5-20um 의 
길이를 가지고 있다. 개발된 재료의 성능을 
분석하기 위해서, BJB 사의 폴리우레탄을 
이용하여 스킨 구조를 제작하였다.  

MWNTs 를 광경화성 수지에 분산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공정을 거쳤다. 5wt%의 
MWNTs, 0.1mM 의 zinc protoporphyrin IX(Znpp, 
Sigma-Aldrich)를 dimethylformamide(DMF, Sigma-
Aldrich)와 섞은 후, sonicator 를 사용하여 약 
3 분간 교반하였다. 이 과정은 MWNTs 를 
functionalization 하여 분산도를 긴 시간동안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때, 초음파 에너지 
밀도가 sonicator 팁 주변에서 국부적으로 
상승하며, 이를 막기 위해서 magnetic stirrer 를 
동시에 사용하였다. 이렇게 준비된 재료를 
TangoPlus 와 sonicator 에서 약 2 분간 다시 
섞었다. 최종적으로 재료를 섞은 다음, 첨가된 
용액을 제거하기 위해서 120°C 의 hot plate 에서 
약 24 시간동안 magnetic stirrer 를 사용하여 
다시 교반하였다. 분산 및 용액 제거 과정이 
끝난 다음 150µm 의 필터를 사용하여 재료를 
거르고, 약 5 시간 동안 진공 펌프를 사용하여 
미세 기포를 제거하였다.  

 
3. Fabrication and Characterization  

최종적으로 준비된 재료를 테스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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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Fig. 1 과 같이 폴리우레탄을 
소프트몰딩 공정을 사용하여 유연 기판을 
제작하고 그 위에 직접 경화 마이크로 
디스펜싱 장비를 사용하여 8 개의 도선을 
그렸다. 다시 폴리우레탄으로 절연층을 만들고 
그 위에 또 다른 방향으로 8 개의 도선을 
그리고 최종적으로 폴리우레탄으로 마지막 
층을 제작하였다. Fig. 2 는 이러한 공정으로 
제작된 센서 샘플을 나타낸다. 두개의 센싱 
층의 끝단에 각각의 센싱 와이어를 DAQ 와 
연결하여 간단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Fig. 3 은 
센서 표면에 크기가 다른 두개의 압력을 
가했을 때 각각의 센싱 와이어의 저항 변화를 
전압 변화의 상대치로 나타낸 것이다. Fig. 
3 에서 평면의 두 개의 축은 Fig. 2 의 
센서에서의 각 센싱 층의 8 개의 센싱 
와이어를 나타내며, 수직축은 전압 변화를 
나타낸다. 재료 개발, 센서 제작 및 성능 
검증을 통해서 제안한 재료가 유연 촉각 
센서로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향후 연구로는 미세 압력을 감지할 수 
있으며, 동시에 큰 압력에도 견딜 수 있는 
재료를 개발하는 것이며, 로보틱스, 의수, 
타이어, 스마트 의자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4.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유연한 센서를 개발하기 

위해서 광경화성 수지 및 탄소 나노 튜브를 
사용하였다. 제안한 재료 합성 공정을 통하여 
개발된 재료를 사용하여 센서를 제작 및 
검증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유연한 
센서재료로서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 더 나은 성능의 센싱 재료를 개발하여 
다양한 응용분야를 개척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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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ensor output 

 
Fig. 1 Sensor fabrication process 

 
Fig. 2 Fabricated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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