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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탄성중합체와 흑연입자의 복합재는 전기 전도성 유연 소재로써, 대변형률 측정센서의 감지소자 제

작에 적합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계적 연성이 우수한 탄성중합체인 polydimethylsiloxane(PDMS)와 전기 전

도도가 높은 박리 후 파쇄된 흑연(expoliated and fragmented graphite, EFG)을 혼합하여 새로운 전기 전도성 

유연 소재를 합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측정대상물의 변형률을 50% 이상까지 측정할 수 있는 고감도 연성 

센서를 개발한다. 먼저, 천연 흑연가루를 전자레인지로 팽창시킨 후 초음파분쇄로 파쇄시켜 EFG를 준비

한 후 PDMS와 혼합하여 전기 전도성 유연 소재를 준비한다. 1, 2 및 3축 대변형률 연성 센서는 상기 복

합재로 만들어진 감지소자층과 순수 PDMS로 만들어진 절연층으로 구성되며, 각층은 저압스프레이 기반

의 스텐실 기법을 통해 복합재 혹은 순수 PDMS 용액을 반복적으로 적층함으로써 제작된다. 본 논문에서

는 PDMS와 EFG의 혼합비가 전기 전도성 유연 복합재의 기계적 연성과 전기 전도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

해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Abstract: An elastic polymer (e.g., PDMS) blended with EFG particles is a promising conductive composite for 
fabricating soft sensors that can detect an object's deformation up to or more than 50％. Here, we develop 
large-strain, sprayable soft sensors using a mixture of PDMS and EFG particles, which are used as a host 
elastomer and electrically conductive particles, respectively. A solution for a conductive composite mixture is 
prepared by the microwave-assisted graphite exfoliation, followed by ultrasonication-induced fragmentation of the 
exfoliated graphite and ultrasonic blending of PDMS and EFG. Using the prepared solutions for composite and 
pure PDMS, 1-, 2-, and 3-axis soft sensors are fabricated by airbrush stencil technique where composite mixture 
and pure PDMS are materials for sensing and insulating layers, respectively. We characterize the soft strain 
sensors after investigating the effect of PDMS/EFG wt％ on mechanical compliance and electrical conductance of 
the conductive composite.

§ 이 논문은 대한기계학회 창립 70주년 기념 학술대회
(2015. 11. 10.-14., ICC제주) 발표 논문임.

† Corresponding Author, shyoon@inha.ac.kr
Ⓒ 2016 The Kore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1. 서 론

일반적으로 구조물에 발생하는 변형은 접촉식 

혹은 비접촉식 센서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스트

레인 게이지(strain gauge), 섬유 격자 센서(fi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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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gg grating sensor)(1) 등과 같은 접촉식 센서는 

감지소자의 전기저항 변화나 광학적 특성 변화를 

이용하여 구조물의 변형을 측정한다. 접촉식 센서

는 구조 및 작동 원리가 단순하고 제작이 용이하

여 널리 사용되지만 대변형률을 측정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트레인 게이지의 경우 감

지소자의 소재 특성상 최대 5% 이하(금속 스트레

인 게이지 5%, 압전 스트레인 게이지 1% 수준 

등)의 변형률만 측정 가능하고, 광섬유 센서의 측

정범위도 소변형률로 제한된다. 최근 레이저 기반

의 센서 출력신호를 상관법(correlation method)(2)이

나 자동 그리드 방식(automated grid method)(3)으로 

처리함으로써 50% 이상의 대변형률을 측정할 수 

있는 비접촉식 센서가 각광을 받고 있다. 하지만 

비접촉식 센서는 제작비용이 비싸고 집적도가 낮

으며 평면상에서만 측정이 가능하다는 단점을 가

지고 있다. 이에 기존 센서들의 기술적 한계를 극

복하면서도 구조물의 대변형률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기 전도성 유연 복합재를 이용한 센

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4) 이러

한 대변형률 센서용 복합재에서 기저물질(host)은 

탄성중합체로 되어있어 기계적 연성을 부여하고, 
충전제(filler)는 고전도성 입자로서 전기 전도도를 

향상시켜 구조물의 대변형률을 측정할 수 있다. 
최근 관련 분야에 대한 활발한 연구에도 불구하

고, 전기 전도성 유연복합재의 기계적, 전기적 거

동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박리 후 파쇄된 흑연(exfoliated 

and fragmented graphite, EFG)을 전도성 입자로, 
polydimethylsiloxane(PDMS)을 기저물질로 하는 

PDMS/EFG 용액을 이용하여 구조물의 대변형을 

측정할 수 있는 연성 센서를 제작한다. 먼저 전

자레인지를 사용하여 천연흑연을 박리시킨 후

(Fig. 1),(5,6) 헥산에 넣어 초음파 분쇄기를 이용하

여 파쇄시키는 방법으로 EFG를 준비한다. 준비

된 EFG 용액에 10 : 1(베이스 : 경화제)로 혼합된 

PDMS를 넣은 후 초음파 분쇄기로 섞어줌으로써 

PDMS/EFG 용액을 준비한다. 준비된 용액에 저압

스프레이를 이용한 스텐실 기법을 적용하여 대변

형률 연성 센서를 제작한다. 먼저, EFG를 준비하

기 위한 초음파 파쇄 시간, EFG의 혼합중량비

(wt%)에 따른 기계적 거동특성과 전기 전도도의 

변화를 실험적으로 확인한 후, 완성된 1, 2 및 3
축 연성 센서의 동작 특성에 대해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연성 센서는 PDMS의 낮은 영

률(750 kPa의 영률)(7)과 흑연의 높은 전기 전도도

(1250 S/cm)를 이용하기 때문에 16.8의 고게이지

율(gauge factor)을 유지하면서 50% 이상의 대변

형률까지 측정할 수 있고 곡면형상을 가지는 구

조물에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2. 재료 및 방법

2.1 전자레인지 이용 흑연박리법

본 연구에서는 최대 팽창비를 가진 박리 흑연

을 제작하기 위하여, 흑연(Graftech Co.), 과망간

산칼륨(KMnO4, Sigma-Aldrich Co.), 그리고 질산

(HNO3, Merck KGaA)을 1:1:2 중량비율로 혼합하

였다.(5) 과망간산칼륨은 흑연 결정층 사이에 작용

(a)

(b)
Fig. 1 Natural graphite before (a) and after (b) 

microwave-assisted exfoliation. Scale bars are 
100 ㎛

        (a)           (b)            (c)

        (d)           (e)           (f)
Fig. 2 Fabrication processes of the sprayable high- 

sensitive, large-strain sensors using PDMS 
blended with EFG particles. (a) Graphite. (b) 
Intercalation. (c) Exfoliation. (d) Fragmentation. 
(e) Preparing the solution for composite mixture 
of PDMS and EFG. (f) Airbrush stencil of the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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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반데르발스 힘을 약화시키고[Fig. 2(a)], 질
산은 층간삽입제로써 전자레인지 가열 시 흑연

을 팽창시키는 역할을 하였다[Fig. 2(b)]. 내열용

기에 흑연, 과망간산칼륨, 그리고 질산을 넣고 5
분 동안 혼합한 후 700 W, 2.45 GHz 전자레인지

(Samsung Electronics Co.)를 이용하여 60초 동안 

전자파를 가해주었다. 전자레인지 기반의 흑연 팽

창법은 여타 팽창법에 비해 경제적이고 그 효과

가 널리 검증되어 왔다.(6) 전자파 가열 시 반데르

발스 힘이 약해진 흑연에서 질산이 급격하게 기

화됨에 따라 흑연은 200배 이상 팽창되었다[Fig. 
2(c)]. 이를 통해 박리 혹은 팽창된 흑연(exfoliated 
graphite, EG)을 얻었다.

2.2 초음파 파쇄 및 PDMS/EFG 혼합액 제조

PDMS/EFG 전도성 복합재 용액을 준비하기에 

앞서, 준비된 EG를 초음파 파쇄함으로써 PDMS 
 

(a)

(b)

(c)

Fig. 3 Sprayable high-sensitive, large-strain soft 
sensors. (a) 1-axis soft sensor, (b) 2-axis soft
sensor, (c) 3-axis soft sensor

와의 혼합도를 높여 최종적으로 만들어질 전도성 

유연 복합재의 기계적, 전기적 특성조절이 용이

하도록 하였다. 이때 EG의 분산도와 PDMS와의 

혼합도를 고려하여 헥산(Sigma-Aldrich Co.)을 혼

합분산제로 선택하였다. EG와 헥산을 1 : 100(EG:
헥산)의 중량비로 섞어준 후 초음파 파쇄기(한국

코프로텍)로 20 kHz, 450 W, 50 % 동작 비율(duty 
cycle) 조건에서 정해진 시간(5-360분)동안 파쇄함

과 동시에 여분의 헥산을 증발시켜 EFG 용액을 

준비하였다[Fig. 2(d)]. 최종적으로 대변형률 연성 

센서에 사용할 PDMS/EFG 전도성 복합재 용액은 

1 : 30 중량비의 EFG/헥산 혼합물에 10 : 1 PDMS 
(Dow Corning Corporation)를 넣고 10분 동안 초

음파 혼합을 통해 준비하였고, 이때 EFG의 혼

합중량비는 0-40 wt% 범위에서 조절되었다[Fig. 
2(e)].

2.3 대변형률 연성 센서 제작

연성 센서는 PDMS/EFG 혼합액과 순수 PDMS 
용액을 이용하여 저압스프레이 기반 스텐실 기법

으로 제작하였다[Fig. 2(f)]. 먼저 감지소자부 모양

의 공백부분이 포함된 마스킹테이프를 순수 

PDMS 박막 위에 붙인 후 PDMS/EFG 혼합액을 

100 ㎜ 떨어진 거리에서 200 kPa의 압력으로 분

사하였다. 매번 분사 후 80 °C의 핫플레이트에서 

2분 동안 건조시키고 그 위에 다음 층을 분사하

는 방식으로 수 회 반복하여 원하는 두께의 감지

소자부를 형성하였다. 마지막으로 감지소자부 표

면에 순수 PDMS를 분사하여 절연층으로 사용하

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1, 2 및 3축 센서를 

제작하였다(Fig. 3). 참고로, x축 센서의 크기는 4 
cm(가로) × 0.75 cm(세로) × 0.05 cm(두께)이었고 

감지부의 크기는 0.25 cm(폭) × 0.05 cm(두께)이었

습니다[Fig. 3(a)]. 대변형률 연성 센서와 관련된 

모든 실험값은 최소 10번 이상의 측정을 통해 얻

었고, 평균±표준편차 형식으로 표기되었다.

3. 실험결과 및 분석

3.1 박리된 흑연 초음파 파쇄

박리된 흑연은 아코디언 형태와 같이 흑연결정

이 c축 방향으로 팽창되어 연결된 형상이다. 박
리된 흑연에 기계적인 자극을 가하게 되면 흑연

결정의 결합이 깨지게 되어 수 개의 단일층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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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층 그래핀(single-layer or few-layer graphene) 입
자로 바뀌게 된다. 이를 통해 PDMS와의 혼합도

를 높여 최종적으로 만들어질 전도성 유연 복합

재의 기계적, 전기적 특성조절이 용이하게 된다. 
최적의 파쇄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는 50% 동작 비율에서 초음파 파쇄시간(5, 10, 
15, 30, 60, 120, 180, 360분)을 조절하면서 입자의 

크기를 입도분석기(Mastersizer 2000)를 통해 확인

하였다. Fig. 4를 보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Fig. 4 Measured size of EFG particles as a function 
of sonication time at 50% duty cycle

(a)

(b)
Fig. 5 SEM images of the sonicated EFG particles. (a)

2 hour sonicated EFG particles (50% duty 
cycle). (b) 6 hour sonicated EFG particles 
(50% duty cycle). Scale bars are 10 ㎛

EFG입자의 크기가 급격히 감소하게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2시간 동안 초음파 파쇄를 하게 

되면 Fig. 5(a)와 같이 판형구조를 갖게 되고, 그 

후 추가적인 파쇄를 하면 Fig. 5(b)와 같이 그 평

균크기(5-8 ㎛ 수준)가 작아지지만 파쇄효과는 처

음 2시간에 비해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시간의 초음파 파쇄시간을 적용하였다. 

3.2 EFG 혼합중량비에 따른 기계적 거동

센서(특히, 감지소자부)의 기계적 거동특성은 

대변형률 연성 센서의 측정한계치를 결정하는 특

성 중에 하나이다. 따라서 PDMS/EFG 전기 전도

성 유연 복합재에 대해 EFG의 혼합중량비를 

0 wt%에서 40 wt%까지 증가시키면서 복합재의 

기계적 거동특성을 확인하였다. 복합재의 강성은 

영률(Young’s modulus)을 측정하여 평가하였는데, 
EFG의 혼합중량비가 증가함에 따라 0.90 MPa 
(5 wt%)에서 12.76 MPa(40 wt%)까지 증가하였다. 
또한 복합재의 강도를 평가하기 위해 파괴강도

(fracture strength)를 측정하였는데, EFG의 혼합중

량비가 증가함에 따라 1.46 MPa(5 wt%)에서 0.14 
MPa(40 wt%)로 감소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PDMS/EFG 복합재는 PDMS는 기저물질이고 EFG
가 충전제인 것을 고려할 때 상기 측정결과는 기

존연구(8)와 잘 부합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마
지막으로 EFG의 혼합중량비가 25 wt%인 경우, 
최대변형률은 약 65% 수준이었다.

3.3 EFG 혼합중량비에 따른 전기 전도도

연성 센서에서 EFG 혼합중량비에 따른 PDMS/ 
EFG 전기 전도성 유연 복합재의 전기전도도 변

화를 확인하였다(Fig. 6). EFG 혼합중량비가 20
wt% 범위까지 EFG 혼합중량비와 전기전도도는 

선형관계를 가졌고, EFG 혼합중량비가 20-40 
wt%인 범위에서는 전기 전도도가 점점 포화되기 

시작하여 40 wt%일 때 전기전도도는 0.46 S/cm로 

측정되었다. 이를 기초로, 본 연구에서는 50 % 이
상의 변형률까지 측정가능한 대변형률 연성 센서

를 제작하기 위해 복합재의 EFG의 중량비를 25 
wt%로 결정하였다. 또한 감지소자의 측정감도는 

10% 변형률에서 게이지율을 통해 확인하였는데, 
EFG의 혼합중량비가 증가함에 따라 18.76(5 wt%)
에서 12.59(40 wt%)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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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lectrical conductivity as a function of EFG 
wt%

Fig. 7 Normalized resistance as a function of strain
for the 1-axis soft sensor (25 wt% PDMS/ 
EFG). The normalized resistance, Rn, is 
calculated as Rn=(Rf－R0) / R0 where Rf and 
R0 are the resistances of the soft sensor 
before and after deformation, respectively

3.4 센서의 동작 특성

상기 실험결과를 기초로 Fig. 4와 같이 1, 2 및 

3축 대변형률 연성 센서를 제작하였다. 제작된 대

변형률 연성 센서의 동작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

여 센서의 변형률에 따른 전기 저항값의 변화를 

측정하였다(Fig. 7). Fig. 7의 정규저항(normalized 
resistance)은 ‘(변형 후 전기저항－변형 전 전기저

항) / 변형 전 전기저항’을 통해 계산되었다. 제작

된 연성 센서는 변형률이 50%까지 증가함에 따

라 정규저항이 증가하였고 또한 높은 선형성을 

보였다. 즉, 변형률 측정구간(0-50%)에서 결정계

수(correlation coefficient, r)는 0.99814이었고, 상기 

변형률 측정구간에서 최대선형오차는 8.89% 수준

이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대변형률 연성 

센서가 구조물의 대변형률을 측정하는 응용분야

(생체역학, 로봇공학, 구조상태 모니터링 등)에 

충분히 사용될 수 있음을 실험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고탄성 기저물질로 PDMS를 이

용하고 고전도성 충전제로 EFG를 사용하는 

PDMS/EFG 전기 전도성 유연 복합재를 합성하고, 
그 복합재 용액과 순수 PDMS 용액에 저압스프레

이 기반 스텐실 기법을 적용하여 분사 가능한 고

감도, 대변형률 연성 센서를 제작하였다. PDMS/ 
EFG 전기 전도성 유연 복합재를 준비하기 위해 

천연흑연을 전자레인지로 팽창시킨 후 50% 동작 

비율로 2시간 동안 초음파 파쇄시킴으로써 PDMS
와 혼합이 잘 되게 하고 최종적으로 만들어질 전

도성 유연 복합재의 기계적, 전기적 특성의 조절

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PDMS와 EFG
를 3:1의 중량비로 혼합하여 전기전도성 유연 복

합재 용액을 만들어 대변형률 연성 센서를 제작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제작된 연성 센서는 50%
이상의 대변형률까지 고감도로 측정 할 수 있고, 
곡선형 구조물에서 대, 소면적의 변형률을 실시간

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었다. 추후 연성 센서는 

생체역학, 로봇공학, 구조상태 모니터링 등에 널

리 쓰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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