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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계측기술은 과학 분야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측

정하며, 공학 분야에서는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
용하고 제어하기 위한 핵심기술이다. 이러한 계측
기술은 최근 우리생활에 널리 이용되는 정보화 기
술과 결합되어 일상생활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 시
킬 수 있는 핵심기술로 발전되고 있다. 계측기술
은 이를 담당하는 센서 기술발전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압력의 계측은 이러한 관련 기술의 주요 

Key Words: Carbon Nanotube (탄소 나노 튜브), Pressure Sensor(압력 센서), Smart Nano Composites(지능형 나
노 복합소재), 3D Printing(3D 프린팅), Offshore Plant(해양플랜트) 

초록: 본 논문에서는 탄소나노튜브 전왜성 복합소재(Nano-Carbon Piezoresistive Composite, NCPC)를 기반으
로 하며, 3D 프린팅 공정을 활용하여 제작된 압력센서의 개발 진행 연구를 소개하였다. 압력센서의 성능
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센서전극을 외팔보 형태로 설계하였고 3D 프린팅 공정을 활용하여 소형전극을 
제작하였다. 압력을 전기적 저항의 변화로 바꾸는 전왜성 센서의 전극은 2wt%의 다중벽 탄소나노튜브/
에폭시 전왜성 복합소재로 제작하였다. 센서는 압력시스템에 용이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파이프 플러그 
캡에 삽입하여 제작을 하였으며, 실험실 환경에서 압력교정기를 활용하여 실험을 하였다. 외팔보 전극의 
압력센서는 16,500kPa까지 선형적인 출력전압 특성을 보였으며, 이는 벌크형 전극의 압력센서 대비 약 
200% 압력측정 성능 향상을 보였다.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n ongoing study to develop a novel pressure sensor by means of a Nano Carbon 
Piezoresistive Composite (NCPC). The sensor was fabricated using the 3D printing process. We designed a 
miniaturized cantilever-type sensor electrode to improve the pressure sensing performance and utilized a 3D printer to 
build a small-sized body. The sensor electrode was made of 2 wt％ MWCNT/epoxy piezoresistive nano-composite, 
and the sensor body was encapsulated with a pipe plug cap for easy installation to any pressure system. The 
piezoresistivity responses of the sensor were converted into stable voltage outputs by using a signal processing system, 
which is similar to a conventional foil strain gauge. We evaluated the pressure-sensing performances using a pressure 
calibrator in the lab environment. The 3D-printed cantilever electrode pressure sensor showed linear voltage outputs of 
up to 16,500 KPa, which is a 200％ improvement in the pressure sensing range when compared with the bulk-type 
electrode used in our previous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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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분야 중 하나이다. 압력은 유량 및 온도 등
과 더불어 유체를 계측하고 제어하는 분야의 대표
적인 기본 물리량이므로 유체와 관련된 많은 기술
을 개발하는 해양플랜트 기계기술 분야에서는 핵
심적인 계측 정보이다. 또한 압력 센서는 광범위
한 수요로 인하여 센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품목으로 보고되고 있다.(1,2) 
해양플랜트 기술은 바다에 매장되어 있는 석유, 
가스와 같은 자원들을 발굴, 시추, 생산해내는 활
동을 위한 관련 장비와 설비들을 개발하는 기술이
다. 해양플랜트의 작업은 대부분이 지상과 동떨어
진 해상이나 심해저와 같은 특수하거나 극한 환경
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이와 관련된 기술들은 일
반적인 공학기술 대비 높은 안전성과 신뢰성이 요
구되고 있다. 일례로 해양플랜트 분야에 사용되는 
제어시스템의 경우에는 설계, 제조, 시험, 설치 및 
조작은 ISO 13628-6:2006 등과 같은 별도의 규격을 
만족하여야만 한다.(3) 따라서 이러한 분야에 사용
되는 센서들은 그 중요성과 더불어 특수성으로 인
하여 고성능과 고비용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이들
과 관련된 기술 개발 역시 해양플랜트 기술 분야
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센서는 설계에 있어서 센서 특성을 

지닐 수 있도록 내부 구조를 구성시킨 구조형 센
서와, 지능형 재료(smart materials)와 같이 계측 대
상에 의하여 물질의 특성이 변화하는 재료형 센서
로 분류될 수 있다.(4) 현재 해양플랜트를 비롯하여 
산업분야에는 센서 내부에 장착된 구조물이 압력
에 의한 변형으로 전기적인 신호를 발생시키는 구
조형 센서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분석된다. 압
력에 의하여 쉽게 변형이 발생되는 판상(plate), 쉘
(shell) 또는 튜브(tube) 등의 구조물이 압력에 의한 
변형으로 정전용량이 변화하거나 스트레인 게이지
등과 같은 별도의 센서를 부착하여 그 변형량을 
전기적 저항의 변화로 전환시켜 측정하는 형식과 
같이 압력에 의한 기계적 구조물 변형부와 감지부
가 각각 존재하는 형태로 설계가 되어 있다. 구조
형 센서는 그 용도에 적합하도록 내부 구조물이 
설계되고 가공되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이들의 
설계는 제조 공정과 기술에 크게 종속되고 있다. 
최근의 대다수의 압력 센서는 반도체 공정을 활용
한 MEMS 센서가 시장의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
한 공정은 대량생산에 적합하므로 MEMS 압력센
서는 우수한 성능과 경제성으로 센서 기술의 고성
능화와 대중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MEMS 
기술은 근원적인 공정특성상 설계형상과 재료의 

선정에 크게 제한을 받을 뿐만 아니라 높은 비용
이 요구되고 있다. 반면에 압전성(piezo-electricity)
과 전왜성(piezo-resistivity)로 대표될 수 있는 지능
형 재료를 기반으로 하는 센서들은 측정 대상에 
의하여 재료의 전기적 성질이 변화하므로 이들의 
직접적인 관계를 이용한 계측이 가능하므로 구조
형 센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간단한 메카니즘을 
이용한 센서의 설계가 가능하다. 특히 대표적인 
나노소재인 탄소나노튜브(carbon nanotubes, CNT)는 
변형에 의하여 재료의 전기전도성이 변화하는 전
왜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복합소재 공정
을 활용하여 센서 전극 재료에 유연성을 비롯하여 
다양한 특성을 부여할 수 있다. 따라서 CNT는 나
노 스케일과 매크로 스케일에서 힘, 변형율 및 압
력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로서 여러 연구가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으며(5~9) 이를 이용한 압력 센서
의 연구 역시 본 연구그룹에서 발표되었다.(10) 복
합소재 기반의 센서 제작 기술로는 현재 널리 보
급되기 시작하고 향후 생산기술의 주력이 될 수 
있는 3D 프린팅 고정이 활용될 수 있다. 3D 프린
팅 기술은 고분자를 주재료로 하며, 제작 공정을 
간단히 설계할 수 있다는 경제적인 장점이 있으므
로 고분자 재료와 3D 프린팅 기법을 활용한 센서 
연구 역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11~14) 
본 연구에서는 우리 생활 및 해양플랜트 기술에 
널리 이용될 수 있는 경제성 높은 새로운 압력 센
서의 개발을 위하여 구조형 센서와 재료형 센서의 
특징을 결합시킨 새로운 압력센서 개발의 기초연
구를 수행하였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CNT 지능
형 복합소재 기반 압력 센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하고 3D 프린터를 센서 제작에 활용하여 압력에 
민감한 변형을 지닌 소형 구조물을 전왜성을 지닌 
탄소나노 지능형 복합소재로 제작한 압력 센서의 
실험 연구를 소개한다. 

2. 탄소 나노 기반 복합소재와 3D  
프린팅을 이용한 압력 센서 제작 

본 연구에서는 적용대상의 압력을 계측하기 위
하여 압력에 의한 변형이 발생하는 구조물을 센서
의 전극으로 하며, 이 전극의 변형을 정량적인 전
기신호로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설계하고 제작하
였다. 압력센서의 전극은 3D 프린터(Flashforge 
USA, Dreamer)를 활용하여 외팔보 형태의 소형 구
조물을 제작하였으며, 그 주재료는 NCPC를 이용
하여 변형을 전기적 저항 변화로 측정 가능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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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설계 제작하였다. 
압력 센서에서 압력을 전기 저항의 변화로 감지 

할 센서 전극부의 주재료가 되는 NCPC 는 Fig. 1 
과  같은  나노  복합소재  공정으로  제작하였다 . 
충진재로 쓰일 다중벽 탄소나노튜브(multi-walled 

CNT, MWCNT CM-250)는 용매(solvent)인 염화 메
틸(methyl chloride)에 기지재료(matrix)인 에폭시
(epoxy, Kukdo YD-128)를 용해시킨 용액과 혼합시
킨 후 초음파 분쇄기(sonicator)를 이용하여 균질 
하게 분산시켜 2 wt% 나노 분산액(nano emulsion)
을 준비하였다. 이후 분산액을 오븐에 넣어 용매
를 증발 시킴으로써 센서 제작에 필요한 적정 농
도로 조절하였다. 나노복합소재는 공정 중 분산액
이 마치 페인트나 잉크와 같은 액상형으로 제작이 
가능하므로 이를 센서의 전극으로 활용할 경우에
는 다양한 크기와 형상으로 제작할 수 있으며, 기
존의 MEMS 공정대비 경제적인 생산을 위한 인쇄
공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탄소 
나노 기반 복합소재는 용도에 따라 다양한 기지재
료를 선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충진재의 비율

에 따라 전왜 감도를 조절할 수 있는 등 형상과 
특성을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다. 센서 본체는 
Fig. 2와 같이 설계 프로그램(CATIA)를 이용하여 
설계하였다. 압력 센서는 설치 시에 배관 시스템
에 쉽게 창작을 하기 위하여 파이프 플러그 캡 
(pipe plug cap) 형태로 개발되었으며, 상용 제품을 
센서 케이싱(casing)으로 활용하였다. 따라서 압력
센서의 본체의 크기와 형태는 파이프 플러그 캡에 
삽입이 가능한 형상과 크기로 설계되었다. 본체의 
몸체 중앙부분은 비어 있으며 그 상단에 압력이 
작용되어 변형이 발생되는 외팔보 구조물이 위치
하도록 하였다. 외팔보는 몰드(mold) 형식으로 제
작하여 NCPC를 채워 넣어 전왜성을 지닐 수 있
도록 설계하였다. 이전 연구에서는 단순히 파이프 
플러그 캡 내부에 NCPC만을 채워 넣어 벌크형
(bulk type)의 센서 전극을 제작하여 지능형 소재의 
압력센서를 제작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전
극을 외팔보 형태로 제작하여 작용압력을 보의 처
짐으로 변환시키고 이를 NCPC의 저항변화로 측
정하는 재료형과 구조물형이 혼합된 센서로 제작
하였다. 외팔보 전극은 끝 단에 2개의 전기도선을 
연결하기 위하여 그 형상을 Fig. 2(b)에 도시한 바
와 같이 ‘ㄷ’자 형상으로 설계하였다. 본체의 하단
에는 Fig. 2(b)와 같이 2개의 전극 통과 구멍을 형
성시켰다. Fig. 3은 케이싱인 파이브 플러그 캡에 
3D 프린터로 제작된 ABS수지의 센서 몸체와 외
팔보 전극 몰드 내부에 NCPC를 채우고 전극을 
연결 시켜 완성 시킨 센서의 구성을 도시하고 있
다. 센서 본체의 외팔보 아래 빈 공간에는 유연성
을 지닌 PDMS(polydimethylsilo-xane)을 채워 넣어 

 
Fig. 1 Carbon based composites fabrication process 

 

(a)            (b)            (c) 

Fig. 2 The pressure sensor designed by using CATIA 
(outer diameter: 14.5mm, height: 9mm): (a) the 
sensor body; (b) the top side with the cantilever; 
and (c) the bottom side with 2 electrode holes 

Fig. 3 Schematic diagram of 3D printed cantilever 
type pressure sensor based on Nano-Carbon 
Piezoresistive Composite (NC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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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압력에 ABS 수지로 제작된 외팔보 전극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센서의 저항변화는 케이싱 외
부에 도선(lead)을 관통시킨 후 이를 NCPC 전극 
끝부분에 도전성 에폭시(Elcoat, P-100)를 이용하여 
연결시켜 출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센서의 패키
징(packaging)은 본체를 케이싱에 삽입시킨 후 그 
틈새에 에폭시 접착제를 침투시켜 기밀을 유지하
도록 제작하였다. Fig. 4는 제작된 센서의 사진을 
도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압력을 NCPC의 물리
적 변형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센서 전극의 형상
을 외팔보로 설계하고 제작을 하였다. 향후에는 
센서 구조물의 재질인 ABS의 물성치와 대상 압력 
측정 구간에 적절한 변형을 발생 시킬 수 있는 최
적화된 전극 형상을 전산 구조 해석을 통해 연구
하고 이 결과를 반영하여 3D 프린터로 제작할 계
획이다.  

3. 압력센서 특성 실험 

3.1 장치 구성 및 방법 
NCPC로 제작된 외팔보 형태의 전극을 지닌 압
력센서의 특성을 압력 교정기를 이용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제작된 센서는 압력에 대한 출력전압
특성을 실험하기 위하여 정밀 분동식 압력교정기
(pressure calibrator, Pressurements LTD, L1500)에 Fig. 
4(c)와 같이 장착시켰다. 센서출력특성은 무게추를 
이용하여 압력을 조절 하면서, 전기 신호로 계측
할 수 있도록 외부의 신호처리 시스템과 함께 Fig. 
5와 같이 구성된 실험장치를 통하여 측정되었다. 
실험 압력은 분동식 압력교정기 전면부의 레버를 
이용하여 내부 유압회로의 압력을 상단의 환봉에 
장착된 추의 무게를 이용하여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다. 센서 내부에 가해지는 압력(P)은, Fig. 6에 도
시한 바와 같이, 소형 외팔보 전극의 변형(δ)을 
발생시키며 이는 연속적으로 NCPC로 제작된 전
극의 전기저항(Rs)변화를 유도한다. 기존의 포일형 
스트레인 게이지의 신호처리시스템과 동일한 방식
으로, 이러한 미소 저항변화는 연결된 전선을 통
하여 외부의 휘스톤 브리지 박스에서 미소전압의 
변화(ΔV)로 변환된다. 센서에 작용되는 압력에 
의해 발생된 미소 전압은 동적 스트레인 증폭기
(dynamic strain amplifier, NEC San-ei Instruments, Ltd. 
6M94)를 통하여 증폭(40dB)과 저주파통과 필터를 
거친 잡음 제거(10Hz) 신호처리 과정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센서의 전압신호(Vout)로 출력되어 현
장에서 오실로스코프(Tektronix, TDS2014B)로 확인
과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Fig. 4 The pressure sensor based on NCPC by using 3D 
printing: (a) cantilever sensor electrode filled 
with NCPC (black) in the ABS sensor body 
(white); (b) the sensor body plugged in the piper 
end cap; and (c) the sensor installation on a 
pressure standard jig on the calibrator 

 

Fig. 5 Experimental setup for pressure sensing charac-
teristics 

 

 

Fig. 6 Schematic illustration for the signal processing of 
the pressure sensor based on NC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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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Output voltage response of the pressure sensor 
under no-loading without condition (zero drif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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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NCPC based pressure sensors performances in 
terms of output voltages 

 
3.2 압력센서의 출력 전압 특성 
본 센서개발에 있어 압력을 전기적인 신호로 변

화시키는 주 역할을 담당하는 NCPC는 CNT복합
소재로 제작이 되므로 그 전기적인 특성이 금속성 
전도체에 비하여 우수하지 못하여 전기 저항값의 
범위가 일반적으로 수kΩ에 달하며 불안한 저항값
의 변동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저항의 변동은 부
하의 변동과 무관하게 센서의 출력전압을 변화시
키게 되고, 결국에는 센서의 불안정 출력전압의 
주된 원인이 되어 계측 신뢰성을 저하시키게 된다. 
따라서 안정된 압력계측을 위하여는 제작된 센

서로부터 장시간 안정된 출력전압을 얻어야만 한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Fig. 6의 과정을 거쳐 Fig. 7에 도시한 바와 같은 
안정적인 출력 전압 신호를 얻어 내었다. 압력센

서에 압력을 인가하지 않은 무부하 상태에서 약 
400초 가량 전압을 측정하여 출력 전압 신호를 획
득하였으며, 계측 결과는 매우 안정적인 출력특성
을 보여 기초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에
는 측정 시간을 더 길게 하여 실험을 실시할 계획
이며, 더불어서 온도의 변화에 대하여 출력 전압
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계측을 실시할 계획이다. 
압력 변화에 따른 센서의 출력 전압의 변화는 유
압 분동식 교정기에 0 kPa부터 16,500 kPa까지 500 
kPa 단위로 증가시키며 해당 조건의 출력 전압을 
확인하였다. Fig. 8에서 단순 벌크 타입 센서의 압
력에 대한 출력 전압 결과는 가한 압력의 약 
6,000 kPa까지 전압이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6,500 kPa 이상 부분에서 압력 변화에 따
른 출력 전압의 변동이 없는 포화상태에 이르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압력에 대해서 탄소 
나노 복합 재료에 변형이 발생하다가 한정된 공간
인 파이프 플러그 캡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형
이 제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본 연구는 소형 외팔보 형상
의 압력센서 전극을 설계 제작하였으며, 그 개선
된 결과를 Fig. 8과 같이 확인할 수 있었다. 새롭
게 제작된 센서는 압력에 대한 출력 전압이 선형
적으로 나오는 것은 물론 단순 벌크 타입 압력 센
서보다 약 200 % 이상 더 높은 압력 범위까지 측
정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해양
플랜트에서 사용되는 상용 초고압 압력센서들의 
압력 측정 한계 범위 사양은 약 40,000 kPa로 조사
된다. 본 연구에서 압력에 대한 출력 전압 실험은 
실험기기의 성능한계와 안전성 문제 등으로 초고
압력용 압력 센서 가용 한계 대비 약 40 %인 수
준인 16,500 kPa까지만 실시할 수 있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센서시장에서 수요가 많은 압력
센서를 NCPC를 기반으로 하는 재료형 센서와 압
력에 민감한 외팔보 구조체를 지닌 구조체형 센서
를 결합시킨 새로운 압력센서의 개발 진행 연구를 
소개하였다. 압력센서의 감도와 출력범위를 개선
하기 위하여 그 핵심 부품인 전극을 3D 프린터를 
활용하여 소형 외팔보 형태로 개발하였다. NCPC
기반 압력 센서의 출력전압은 실험실 수준의 실험
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인 출력을 보였다. 지능형 
재료인 NCPS를 전극의 주재료로 하며, 3D프린팅 
공정을 활용하여 제작된 외팔보 형태 전극을 지닌 
압력센서는 이전에 개발된 NCPC의 특성만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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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단순 벌크 형태의 압력센서 보다 센서 대비 
압력 측정범위가 200 % 가량 향상되었으며, 출력
전압의 선형성 역시 개선시킬 수 있었다. 
현재까지 개발 중인 센서는 더 높은 압력 수준
까지 측정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실험
실 수준에서 안전 및 테스트 기기의 인가하중 한
계 문제로 인하여 16,500 kPa까지 실험을 진행한 
상태이다. 향후 해양플랜트설비에도 사용 가능하
도록 더 높은 수준의 압력 레벨 특성 및 안전성 
실험을 위한 장치를 새로 구성하고 NCPC기반 압
력센서의 분해능, FSO, 제로 드리프트, 히스테리시
스 실험 등 보다 체계적인 특성실험이 계획되고 
진행 중이다. 또한 현재 변형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물 중 가장 간단한 형태인 외팔보를 사용하여 
실험을 실시하였으나 향후 FEM해석 등을 통해 
좀 더 높은 영역까지 측정 가능한 3D 프린터를 
이용한 센서부의 다양한 형상에 대하여 연구를 수
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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