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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제조업 분야에서 단순 반복 작업만 해왔던 예전

과 달리, 로봇 제조 기술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섬세해짐에 따라 의료․국방․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서 로봇의 활용도가 커지고 있다. 그에 따라 단순한 

터치의 개념이 아닌 인간의 피부를 모방한 이상적

인 촉각센서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현재 여러 연구기관이나 대학 실험실에서 

인간 피부의 감각 수용 방법에 기초하여 압력, 

온도 등의 물리량을 측정 할 수 있는 촉각센서의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1][2][3].

본 논문에서는 로봇 손에 부착이 가능한 압력과

온도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고성능 플렉서블 

촉각센서를 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 공정을 이용하여 개발하고자 한다.

2. 온도와 압력의 동시 측정이 가능한 촉각센서 
제작 공정

본 연구에서 플렉서블 촉각센서를 제작하는 공

정은 조각시편 제작, 실리콘 전사, 게이지 패터닝, 

하부전극(X축 신호선) 증착, 절연막 증착, 상부전

극(Y축 신호선) 증착 등 총 6단계로 MEMS 공정을 

진행 하였다. Fig. 1에 전체 MEMS 공정 과정을 

간략한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Fig. 1 Schematic diagram on MEMS Process 

압저항 효과를 얻기 위해 6인치 SOI(Silicon on 
Insulator) 웨이퍼에 보론(B)을 주입하여 면저항을 

동일한 조건으로 만든 다음 1 cm☓1 cm 크기의 

조각시편을 제작하였다.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을 

통하여 조각시편에 리본 패턴을 만든 후 이것을 

불소(HF)에  담가 실리콘 산화막(SiO2)을 제거하고 

100 nm 두께의 실리콘만을 남겼다. 조각시편에 

남아있는 실리콘은 PDMS 도장을 이용하여 25 µm 

두께의 폴리이미드(PI)필름으로 전사하였다. 

PDMS는 경화시킨 후에도 우수한 접착력을 갖는 

특성이 있어서 얇은 박막형태의 실리콘을 전사시

키기에 적합한 폴리머이다.

전사공정에 의해 만들어진 실리콘 박막에 감광

액(PR)을 입힌 후 노광작업과 건식에칭 작업을 거

쳐 바(bar) 모양의 8☓8 어레이 형태의 스트레인 

게이지를 제작하였다. 신호선 제작을 위한 하부전

극과 상부전극으로는 실리콘 게이지와 금속전극 

간의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 크롬(Cr)을 5 nm의 

두께로 먼저 증착한 다음 금(Au)을 140 nm 두께로 

증착하였다.  전극증착 시 X축 신호선과 Y축 신호

선의 접촉을 막기 위하여 하부전극과 상부전극 

증착 공정 사이에 약 800 nm 두께의 SU-8을 도포하

여 두 신호선을 절연하였다. 

온도센서는 구리(Cu)를 사용하였고 약 10 kΩ 

정도의 저항이 측정되도록 빗(Comb) 모양으로 디

자인 후 이를 12.5 µm 두께의  PI 필름 위에 증착하

였다.  Fig. 2에 플렉서블 촉각센서의 전체 구조를 

나타내었다.

Fig. 2 Structure of Tactile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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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압력․온도측정 가능한 촉각센서의 동작평가

8☓8 어레이 형태의 반도체 게이지의 저항변화

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센서의 응답속

도가 높아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빠른 스캐닝과 

동시 샘플링이 요구된다. 또한 각 저항의 간섭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요소 저항이 위치

한 행만 제외하고 모두 가상 그라운드로 만드는 

영전위법을 구현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회로가 복잡해지고 필요한 채널의 수가 많아진다

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필요한 요구조건과 

발생 가능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매트릭스 

스위치와 8채널 DAQ를 사용하였다. 온도센서는

12.5 µm 두께의 매우 얇은 박막형태로 제작 하였고 

반복적인 감도체크를 통해 약 0.3 %/K의 저항변화

율과 오차 0.3 ℃이내의 우수한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결과를 Fig. 3에 나타내었다.

Fig. 3 Characteristic of Temperature Sensor

Fig. 4 (a)는 실제 완성된 온도센서가 결합된 플렉

서블 촉각센서이고, 이것을 Fig. 4 (b)와 같이 아래∙

위 방향으로 구부렸을 때 그에 대한 촉각센서의 

저항변화량을 Fig. 4 (c)에 나타내었다.  

 

Fig. 4 (a) Flexible Tactile Sensor 
(b) Flexibility Test of Tactile Sensor

Fig. 4 (c)  Resistance Change

Fig.  4  (c)에 나타난 결과에서 각 셀 당 저항의 변화율

이 균일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어레이 상의 

모든 게이지가 압력변화에 따라 확실한 저항 변화

를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MEMS 공정을 통하여 8☓8 어레

이 형태의 압력∙온도 동시 측정이 가능한 고성능 

플렉서블 촉각센서를 제작하였다. 센서의 온도 

응답성은 약 0.3 %/K로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었지

만 각 셀 당 저항의 크기가 불균일하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MEMS 공정상에서 실리콘 게이지와 금속

전극 접촉 과정에서 일어난 전극 두께의 불균일 

또는 에칭 시 발생하는 용매의 불균일한 용해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추측된다. 금속전극의 두께는 

게이지의 저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당량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 본 연구원에서

는 100~200 nm 사이에서 전극두께를 조절하여 게

이지의 저항차이를 계속해서 비교분석 하고자 한

다. 이러한 공정상의 문제점만 보완된다면 로봇의 

손가락 팁에 장착이 가능한 압력과 온도가 동시에 

측정이 가능한 고감도 플렉서블 촉각센서가 개발

되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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