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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인간의 피부는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복합

적인 감각 인지 기관이며,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감

각 인지 기능을 모방하기 위한 유연 촉각센서 개

발 연구들이 다수 제안되었다. 이러한 소자는 압

력, 인장, 굽힘 등의 다양한 기계적 자극에 대하여 

전기적 신호 혹은 디지털 신호로써 나타내는 기본

적인 센서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 변화하는 전기

적 신호의 종류에 따라 저항(piezoresistive) 방식

[1-9], 전기용량(piezocapacitive) 방식[10-14], 트

랜지스터(transistor) 방식[15-18]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으며, 각 방식마다 소자 구조 또한 다르기 때

문에 적용하려는 응용분야에 알맞은 종류의 소자

†주저자 (E-mail: dhkim76@hanyang.ac.kr)

를 선택할 수 있다(Figure 1). 저항, 전기용량, 전
류와 같은 전기적 신호의 변화는 몇 가지 요소를 

통해 평가되는데, 민감도와 반응속도, 자극 인지 

범위, 최소인지자극 등의 척도로 센서 성능이 평

가되며, 이러한 성능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소재 

및 소자의 개발이 많이 진행되었다. 
유연 촉각센서의 성능과 기계적 물성을 개선시

키기 위해 많은 접근방법이 제안되었지만, 최근에

는 생태계 혹은 자연계에서 보이는 현상을 모사하

여 새로운 소재와 자극의 인지 원리를 전자피부용 

촉각센서에 적용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인간의 감각수용체의 인지원리를 직접 모사하거

나, 거미의 관절에 존재하는 미세 균열을 인공적

으로 만들어 소자에 적용하는 방법, 카멜레온의 

변색 메커니즘을 재현하여 디지털 신호로 외부 기

계적 자극을 인지하는 방법 등 다양한 접근방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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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전자피부(Electronic skin)는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하는 인간 피부의 기능을 대체하여 외부 자극 신호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센서들로 이루어진 인공피부로써, 최근 인간과 전자기기 간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관심이 급

증하면서 이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피부의 주된 기능인 외부 물리적 자극을 인지하는 촉각

을 모방하는 촉각센서는 많은 발전을 거쳐 왔으며, 한계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촉각센서는

압력, 인장, 굽힘과 같은 물리적 자극에 반응하며, 물리적 자극 신호를 아날로그 및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인지하는

연구들이 폭넓게 개발되고 있다. 또한, 소자의 구조에 따라 물리적 자극을 전달하는 다양한 변환 방식들이 있으며, 
최근에는 각 신호 변환 방식의 민감도, 반응속도, 자극 인지 범위 등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소재의 기계적 물성을 향상

시키기 위해 소재의 변형을 주거나 생체의 기관 구조 및 외부 자극 인지 원리 등을 모사한 연구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본 기고에서는 이러한 촉각센서의 물리적 자극 신호 변환 방식과 소재 변형 및 생체 모사를 통한 다양한 연구들

을 소개하고자 하며, 이를 통하여 촉각센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Keywords: electronic skin (e-skin), soft electronics, tactile sensor, pressure sensor, strain sensor, human-interactive,
bio-inspired, analogue & disital sig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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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안되었으며 다양한 특성을 향상시킨 결과를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전기적 신호변환 방식과 소

자구조에 따른 유연 촉각센서 및 소자의 주요기술

을 설명하고, 관련된 연구동향과 기존연구의 한계

점을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접근방법이 있는지 구

체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2. 아날로그형 유연 촉각센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촉각센서는 압력, 인장, 
굽힘과 같은 역학적 자극에 반응하여 전기적 신호의 

크기 및 진동수 변화를 인지한다. 이때 자극을 저항, 
전기용량, 전류 등의 전기적신호 변화로 인지하는 

유형을 아날로그형 촉각센서라고 하며, 사용자는 센

서와 신호처리 장비를 통해 자극에 대한 정확한 정

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2.1. 저항(piezoresistive) 방식

저항 방식은 소자의 기계적 에너지에 의한 도체

(metal, CNT, graphene, doped semiconductor)와 

같은 전도성 소재를 기반으로 저항 변화를 통해 

감각을 인지하는 방식이며, 촉각센서 전반에서 가

장 널리 사용되는 신호 전환 방식으로 소자 구조

가 매우 단순하고 신호 변환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다. 촉각센서 소자의 저항 변화를 유도하는 방

식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으며, 이는 1) 소재의 물

리적 변형에 의한 저항변화[1-3] 2) 소재 간의 접

촉에 의한 접촉 저항변화[4-6] 3) 소자 내 나노 입

자 간의 접촉 및 분리에 의한 저항변화[7-9]로 분

류할 수 있다. 전도성 소재의 변형은 인간의 피부

와 비교해서 낮은 변형 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저항방식의 촉각센서 연구에서는 소재 변형

성과 민감도를 높이기 위해 신축성을 가지는 폴리

머를 전도성 소재의 기판 또는 매트릭스로 소자를 

제작한다. 이러한 저항방식의 촉각센서들은 변형 

정도나 압력에 따른 저항변화를 나타내는 민감도

(gauge factor) GF = (ΔR/R0)/ε (or Pa)와 반응속도, 
자극 인지 범위, 재현성 등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저항방식은 빠른 반응속도와 높은 재현성을 가진

다는 장점이 있지만, 소재의 변형에 따른 저항의 

변화에 한계가 있어 비교적 낮은 자극범위에서의 

인지 특성을 가진다는 한계점이 있다. 최근에는 이

러한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 소재 변형 및 자연 

모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2.1.1. 소재 변형을 통한 저항방식의 촉각센서

앞서 언급한 저항방식 촉각센서의 단점을 극복

하고 촉각센서의 민감도, 반응속도 등을 최적화하

기 위해 최근 많은 연구들은 소재의 변형을 꾀하

여 소자를 제작하였다. 앞서 말했듯이, 저항방식의 

촉각센서들은 전도성 소재의 낮은 변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유연한 고분자 탄성중합체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외부 물리적 

자극에 따른 고분자 탄성중합체의 변형에 의한 저

항변화는 그 한계가 있어 국내외의 많은 연구진들

은 소재의 변형이나 구조의 변형 등 다양한 방식

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가장 기본적인 외부 물리적 자극을 인지하는 저

항방식은 전도성 소재 구조(geometry) 변형에 의

한 저항변화로 변환되는 방식으로 인장센서에 많

Figure 1. 전기적 신호변환 방식과 소자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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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저항은 R = ρL/A이므로 

전도성 소재의 저항은 구조, 즉 길이(L)와 단면적 

(A)에 의해 변화되므로 인장에 의해 변화되는 저

항값으로 물리적 자극을 인지한다. 최근 박완준 

교수 연구진[19]은 패턴된 단층막 그래핀의 패턴 

구조 변형에 의한 저항방식의 촉각센서가 보고하

였다. 이 연구에서는 그래핀 단일층을 이용하여 

유연한 Polydimethylsiloxane (PDMS) 기판 상에 

전도성 소재의 유연성을 가져가기 위해 포토리소

그라피를 이용하여 serpentine-shaped 패턴을 형성

하고, 그래핀 소재의 절단을 막기 위해 PDMS 보
호층을 적층하여 20%의 신축성을 가지는 소자를 

제작하였다. 이 소자는 인장의 방향에 따라 다른 

민감도를 보였으며, y축 방향으로 인장 시에는 패

턴된 그래핀이 길이방향으로 늘어나고 폭이 줄어

들게 되어 저항이 증가하는 메커니즘으로 물리적 

자극을 인지한다(Figure 2). 이러한 단일층으로 패

턴된 낮은 변형성을 가진 그래핀은 패턴 구조와 

유연한 기판을 통해 높은 신축성 및 유연성을 보

일 수 있으며, 인장, 굽힘과 비틀림에 따른 소재 

자체의 물리적 변형에 의해 비교적 높은 민감도 

를 가지는 인장센서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소재의 

변형에 기반한 촉각센서는 단순한 소자구조와 간

단한 자극 감지 메커니즘을 가진다는 장점이 있

다. 그러나, 소재의 변형에만 의존하여 외부 물리

적 자극을 인지하기 때문에 그 인지 범위가 한정

적이고, 일반적으로 전도성 소재와 유연한 기판과

의 물리적 접착이므로 외부 물리적 자극에 의한 

계면의 한계점 때문에 소자의 안정성 문제가 존재

한다. 따라서, 최근 저항방식 유연 촉각센서 관련 

논문들은 소재 간의 접촉 면적 변화와 전도성 소

재 내 나노 입자들의 접촉에 의한 연구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접촉 면적 변화에 의한 저항방식의 촉각센서는 

분리된 두 전도성 소재의 외부 물리적 자극에 의

한 접촉 면적 변화를 통해 저항변화를 도출하여 

인지한다. 이 방식은 전도성 소재 간의 접촉에 의

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고, 접촉 면적 증가에 의해 

접촉 저항(RC)이 낮아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으로 저항의 변화를 보인다. 근래에는 이러한 외

부 자극에 따라 접촉 면적의 변화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전도성 소재 표면의 거칠기를 제어하여 촉

각센서의 높은 민감도를 도출한 마이크로 사이즈

의 규칙적인 피라미드[20]나 돔 형태[21] 및 다양

한 패턴[22,23]의 논문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다. 
Paddy K. L. Chan 교수 연구진[24]은 silicon car-
bide waterproof sandpaper를 몰드로 사용하여 불

규칙적인 microhump 구조를 가지는 PDMS 기판

을 형성시켜, 전도성을 가지는 유기 반도체, poly 
(3,4-ethylenedioxy-thiophene)-poly(styrenesulfo-
nate)(PEDOT : PSS)를 스핀코팅한 필름과 패턴된 

ITO 전극을 쌓아 소자를 제작하였다. 본 논문에서

는 기존의 논문들과 달리 sandpaper를 통하여 불

규칙적인 크기, 높이 및 밀도의 마이크로구조의 

PDMS를 형성하였기 때문에 낮은 압력에 의해 접

촉되는 면적이 작고, 압력에 따라 접촉 면적의 

변화가 두드러져 기존보다 넓은 압력 인지 범위

(> 20 kPa)와 높은 민감도(851 kPa-1)의 유연 촉각

센서를 제작하였다(Figure 3a). 그러나, 이러한 촉

각센서는 소자의 구조적 특성 때문에 초기 저항값

이 매우 커서 높은 민감도와 빠른 응답특성을 도

출할 수 있지만, 소자의 구조 안정성 및 낮은 압력 

인지 범위의 한계점이 발생된다.
이러한 접촉 면적의 변화를 통한 저항방식의 낮

은 압력 인지 범위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소

* 출처 : Carbon, 116, 753-759 (2017).

Figure 2. 전도성 소재 구조(geometry) 변형을 통한 촉각센

서 모식도 및 센싱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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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표면거칠기를 조절하는 방법에서 한 단계 발

전하여, 소재에 다공성 구조를 도입하여 높은 민

감도 및 넓은 압력 인지 범위를 가지는 촉각센서

에 대한 연구들도 보고되고 있다[25-29]. 다공성 

구조를 통해 외부 물리적 자극에 따른 기공의 닫

힘에 의해 소재 내 접촉 면적의 증가로 인해 저항

이 감소하며, 다공성 소재의 낮은 탄성계수로 인

하여 물리적 자극에 따른 소재의 변형 정도가 압

도적으로 커 압력 인지 범위가 동일 소재의 기본 

구조보다 넓은 장점을 가질 수 있다. 국내의 김대

형 교수 연구진[30]은 CNT와 PDMS의 물리적 혼

합에 의해 제조된 pressure-sensitive rubber (PSR)
에 교질 입자(micelle) 용액을 섞어 소재를 제작하

여 마이크로크기의 다공성을 가지는 소재를 제작

하였다. 본 소재는 용매에 따라 다양한 크기의 기

공을 가지는 다공성 소재로 제작 가능하였으며, 
기공의 크기가 커질수록 더 낮은 탄성계수를 가져 

같은 압력 및 이장 하에서 더 큰 소재 변형을 보이

는 것을 확인하였다(Figure 3b). 이러한 CNT 기반

의 다공성 구조의 소재를 통해 기존 저항방식촉각

센서의 한계점인 낮은 압력 인지 범위를 극복하여 

260 kPa의 비교적 높은 압력 범위까지 인지할 수 

있는 고민감도의 촉각센서를 제작하였다.
앞서 말한 전도성 소재와 유연한 고분자 기판과

의 접착 등 소자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유연한 폴리머를 매트릭스로 하여 전도성 나노

입자나 필러 등의 블렌딩을 통한 전도성 폴리머 

복합체(conductive polymer composite)의 연구들

이 많이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전도성 폴리머 복

합체들은 탄성중합체 매트릭스의 높은 탄성계수

로 인한 높은 변형을 보이는 장점을 가지며, 탄성

중합체 매트릭스 내 전도성 소재의 나노입자들의 

외부 물리적 자극에 의해 겹침이나 멀어짐에 의한 

전도여과경로(conductive percolation path)[30]나 

터널링 효과(tunnealing effect)[31]에 의해 저항의 

변화를 유도한다. 최근 박인규 연구팀[32]에서는 

PDMS 기판에 실버나노와이어(AgNWs) 나노복합

체를 형성하여 샌드위치 구조의 인장센서를 제작

하였다. 피막층으로 액체 PDMS를 사용하여 실버

나노와이어와 PDMS 간의 완전한 접착이 가능하

며, AgNWs의 탄성계수(81-176 GPa)가 PDMS의 

탄성계수(0.4-3.5MPa)보다 훨씬 높아 인장력에 따

른 AgNWs 간의 거리증가가 일어나 저항의 증가

가 유도된다(Figure 4). AgNWs 간의 접촉에 의한 

전도경로(conductive path) 형성에 의한 저항과 거

리가 점점 멀어짐에 따른 터널링 효과에 의한 저항 

변화로 인해 선형성을 가지는 유연 촉각센서를 제

작하였다. 제작한 저항방식의 촉각센서는 PDMS에 

(a)

(b)

* 출처 : Carbon, 116, 753-759 (2017).

Figure 3. (a) 접촉 면적 변화를 통한 촉각 감지 센서 모식

도, (b) 다공성 구조의 도입을 통한 소재의 변형성 증가.

* 출처 : ACS NANO, 8.5, 5154-5163 (2014).

Figure 4. 탄성중합체 내 나노와이어 간 거리 변화에 따른 

전도경로(connductive path)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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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넓은 인장 범위(ε > 100%)와 굽힘 각도(θ > 
150%)에서의 감지가 가능하며, 선형성을 가지는 

민감도 GF ~5를 갖는다.

2.1.2. 생체모사를 통한 저항방식의 촉각센서

또한, 외부 물리적 자극에 따른 고민감도 저항방

식 촉각센서를 제작하기 위해 최근 연구들은 자연

으로부터의 생체 모사를 통한 연구들이 각광받고 

있다. 생체 내 실제 자극을 인지하는 방식[33,34] 
또는 민감한 반응을 유도하는 구조[35,36] 등을 모

사하여 이를 소자에 적용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

으며, 이를 통해 실제 생체피부와 같이 감각을 인

지하고 실제 생체의 기능을 대체하는 인공피부로

의 적용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내의 최문수 교수 연구진[37]은 거미 다리의 

관절에 존재하는 외부 물리적 자극과 진동에 민감

하게 반응하는 슬릿기관(slit organ)을 모사하여 고

민감도의 나노크기 크랙(crack)을 통한 저항변화

로 자극을 인지하는 소자를 제작하였다. 거미 다

리의 외골격에 존재하는 크랙형태의 슬릿기관은 

외골격 내부의 점탄성 패드 위에 존재하며, 외부 

자극이나 진동에 반응하여 이를 신경세포에 전달

하는 역할을 한다. 본 연구진에서는 이러한 슬릿 

기관의 구조를 모사하여 내부의 점탄성 패드의 역

할을 하는 10 µm 두께의 점탄성 고분자 polyur-
ethane acrylate (PUA) 위에 20 nm의 얇은 Pt 전극

층을 형성하여 간단한 구조의 소자를 제작하였다. 
소자에 인위적인 굽힘을 통해 나노스케일의 크랙

을 형성하여 인장에 의해 저항의 감소를 통한 인

장센서를 제작하였다(Figure 5a). 이러한 유연 촉

각센서는 소자의 크랙구조에 의하여 0-2%의 낮은 

인장 범위의 한계점이 존재하지만, 소자의 민감한 

구조에 의해서 2,000이 넘는 초고민감도를 갖는다

는 점에서 매우 큰 차별성이 있다. 또한, 고현협 

교수 연구진[38]은 인간피부의 내피와 진피 사이

의 서로 맞물린 구조(interlocked structure)와 손가

락 지문의 패턴을 모사하여 정적/동적의 압력을 

인지하는 촉각센서를 개발하였다. 인간의 피부는 

외부로부터 물리적 자극을 받게 되면 피부 내에 

존재하는 수많은 감각수용체가 반응하여 전기적 

펄스신호가 신경세포를 통해 전달된다. 이때 외부 

물리적 자극에 따른 감각수용체의 반응을 극대화

하여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하여 내피와 진피 사이

에는 서로 맞물린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 또한, 피
부 내 감각수용체에 의한 인지가 아닌 인간의 손

가락 지문 패턴 구조에 의해서도 인간은 사물 표

면의 감촉이나 진동을 인지할 수 있다. 이러한 인

간 피부의 독특한 구조를 통해 외부 자극을 민감

하게 반응할 수 있으며, 정적인 자극뿐만 아니라 

동적인 감각, 즉, 진동이나 질감인지가 가능하다. 
본 연구진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피부구조를 모사

하여 poly(vinylidene fluoride)(PVDF)와 reduced 
graphene oxide (rGO)로 구성된 강유전성 (ferro-
electricity)의 고분자 복합체로 맞물린 마이크로돔 

구조(interlocked microdome structure)를 도입하고 

소자의 표면에 패턴을 형성하여 저항방식의 고성능 

촉각센서를 제작하였다(Figure 5b). 인간피부 모사

형 촉각센서는 고분자 복합체의 마이크로돔의 접촉 

면적 변화에 의한 저항변화 방식이며, 상하부의 마

이크로돔 패턴에 의해 높은 민감도(35 µA/Pa)를 보

인다. 소자표면의 추가적인 패턴도입을 통해 스캐

(a)

(b)

* 출처 : Nature, 516.7530, 222-226 (2014), Science. Adv, 1.9, 
e1500661 (2015).

Figure 5. (a) 거미다리의 슬릿기관을 모사한 나노크랙

(crack)을 통한 유연 촉각센서, (b) 인간피부의 표피와 진피 

사이의 구조를 모사한 촉각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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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을 통한 물리적 자극변화에 의해 질감을 인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으며, 인간피부의 기

능과 유사한 전자피부를 개발하였다.

2.2. 전기용량(piezocapacitive) 방식

전기용량 방식은 전극-유전체-전극의 소자구조

로 이루어져 있으며, 식(C = εrε0⋅A/d)에 표현

된 것과 같이 유전체의 유전율과 면적, 두께에 따

라 전기용량이 결정된다. 따라서 소자의 전기용량 

변화를 유도하는 방식에는 1) 소재의 물리적 변형

에 의한 유전체의 두께 변형, 2) 전극과 유전체간 

접촉면적 변화에 의한 전기용량 변화를 유도한다.

2.2.1. 소재변형을 통한 전기용량 변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전기용량 변화를 유도

하기 위해서는 유전체의 두께 혹은 유전체와 전극

간 접촉면적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외

부 물리적 자극에 의한 소재의 형태변형을 일으키

려면 소재의 기계적 물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

다. 경도가 높은 고체상의 소재는 외부자극에 의

해 형태변화가 쉽지 않고, 반대로 경도와 탄성이 

매우 낮은 물질을 활성층으로 활용하기에는 자극

에 대한 소재 회복성이 느리고 안정성에 대해 한

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외부자극에 대해 형태변화

가 용이하지만 회복성이 뛰어난 탄성중합체를 활

성층으로 사용하는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었다. 또
한, 활성층뿐만 아니라 전극 또한 유연한 소재로 

활용하여 전자피부로써 활용범위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Zhenan Bao 교수 연구진[39]은 carbon nano-

tubes (CNT)와 polydimethylsiloxane (PDMS) 복
합체 필름을 신축성 투명전극으로 활용하고 Ecoflex 
탄성중합체를 활성층으로 사용하여 압력과 인장

에 대한 자극을 전기용량 변화로 인지하는 전자피

부형 촉각센서를 발표하였다. 압력과 인장력에 의

해 Ecoflex 필름의 두께가 감소하고 전기용량의 

크기는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Figure 5c). 
또한, 전기용량 변화가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경향

을 통해 외부자극에 의한 활성층 필름의 형태변화

가 매우 일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연구에서 

제작한 물리센서가 두 가지 물리적 자극을 인지할 

수 있는 핵심기술은 CNT와 PDMS의 복합체를 신

축성 전극으로 활용한 것이다. PDMS 표면에 형

성되어 있는 CNT 번들은 PDMS가 ‘stretch’되고 

‘release’됨에 따라 평행방향으로 버클링구조가 형

성되며, 이러한 과정을 두 축 방향으로 진행하여 

등방성의 버클링 구조형 나노구조를 얻을 수 있다

(Figure 6a, b). 결과적으로, 압력뿐만 아니라 인장

에도 전극의 저항이 유지되기 때문에, 유전체의 

형태변화만을 통해서 전기용량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었고 유연한 전자피부형 촉각센서를 구현하

기 위해서는 전극의 전기적 특성과 기계적 특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신축성 전극을 통해서 유전체와 전극 간 

접촉면적을 변화시키는 전략 또한 전기용량 방식

의 촉각센서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전극과 

유전체 필름의 계면이 완전히 접촉되어 있지 않

고, 전극표면 혹은 유전체 표면에 구조체를 형성

하거나 패터닝하여 외부 물리적 자극에 의한 접촉

면적의 증가를 유도하면 전기용량을 변화시킬 수 

있다. 필름표면에 미세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술로써 대부분의 연구들은 액체상의 탄

(a)
 

(b)

(c)

* 출처 : Nat. Nanotech., 6, 788-792 (2011).

Figure 6. (a) 등방성의 버클링구조를 나타내는 모식도, (b) 
AFM 이미지, (c) 압력/신장에 의한 촉각센서 구동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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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합체 용액을 표면에 미세 구조가 존재하는 몰

드에 pouring하여 필름을 제조한다. 하지만 이러

한 방법은 몰드를 제작하는데 복잡한 과정을 거쳐

야 하고 미세구조의 다양성을 가져가기 어려운 이

유 때문에 몰드를 이용하지 않고 미세구조를 형성

하는 방법도 제안되었다. PDMS 탄성중합체는 

UV/O3에 의해 표면이 경화되는 현상을 보인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신축된 PDMS 필름에 

AgNWs를 코팅한 뒤 인장력을 제거해주면 경화된 

PDMS표면은 탄성을 잃어 원래 형태로 돌아오지 

않는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비표면적이 커진 부분

은 버클링구조를 보이며, 이러한 필름에 다시 

PDMS용액을 pouring하여 경화시킨 뒤 떼어내면 

미세구조를 가진 신축성 전극을 제조할 수 있다

(Figure 7). 이러한 전극을 활용하여 제작된 전기

용량 방식의 촉각센서는 같은 자극을 인가한다고 

가정했을 때, 기존 두께변화를 통해 외부자극을 

인지하는 방법보다 더 큰 소재의 변형을 기대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높은 민감도를 가지는 촉각센

서의 구현이 가능하다[40]. 

2.2.2. 이온성 소재를 통한 민감도 향상

전기용량 방식의 민감도 또한 센서의 특성 중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이며, 높은 민감도를 가질수

록 물리적 자극의 미세한 차이를 구별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민감도를 향상시키기 위

해 가장 많이 활용한 것이 필름의 미세구조를 도

입하는 방법이지만 최근에는 소재의 고유한 특성

을 이용하여 민감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이 제시되

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소재로써 이온성 소재

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온성 소재는 혼합물의 종류와 물질의 상에 따

라 electrolyte solution, ionic liquid, ion gel, poly-
electrolyte, polymer electrolyte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쌍극자의 정렬에 의한 

전기용량 방식과 달리, 이온성 소재는 전기장에 

의한 이온의 이동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전극

과 유전체 계면에서는 전극에 인가되는 전기장과 

반대되는 전하량을 가진 이온의 축적이 일어나며 

이것을 전기이중층(Electrical Double Layer)이라

고 부른다(Figure 8). 이러한 EDL은 수Å의 두께

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수십 µF/cm2 이
상의 높은 전기용량 값을 가지며, 높은 전기용량을 

가지는 소재 특성으로 인해 슈퍼캐패시터와 전기화

학적 트랜지스터 분야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41]. 하지만 최근에는 높은 전기용량을 가지는 

이온성 소재를 촉각센서 분야에 활용하여 높은 민

감도를 구현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보고되었다. 
Tingrui Pan 교수 연구진[42]은 유전체로 elec-

trolyte solution을 활용하여 고민감도(1.5 µF/kPa)
의 압력센서를 구현하였는데, 액체상의 유전체가 

압력에 의해 변형되고 전극간 접촉면적 증가로 인

한 전기용량이 변하는 구동원리를 이용하였다

(Figure 9a, b). 
액체상 전해질의 가장 큰 단점은 공기 중에 증

* 출처 : Nanoscale, 7, 6208-6215 (2015).

Figure 7. PDMS/AgNW필름 표면에 형성된 구조체와 최종 

소자 모식도.

* 출처 : Linkoping Univ. Electronic Press (2011).

Figure 8. 전극과 전해질 계면에서 형성되는 전기이중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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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될 수 있으며, 고체상의 소재와 비교하였을 때 

형태 안정성이 매우 낮다는 단점이 있다. 위 연구

에서는 전해질이 증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glycerol을 첨가해주어 증기압을 낮추었고, 전극표

면에 발수성 성질을 가지고 있는 PDMS 전구체를 

PDMS 도장을 통해 패턴하여, PDMS 전구체가 존

재하지 않은 친수성 영역에만 안정적으로 전해질

이 형성하도록 설계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액체상

의 활성층은 소자구동에 있어서 불안정하다는 단

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활성층의 형태 안정성을 개

선하기 위해 고체상의 겔이나 고분자 필름 형태의 

이온성 소재를 유전체로써 활용하는 연구도 보고

되었다. 이온성 액체와 고분자 매트릭스를 블렌딩

하여 신축이 가능한 이온성 필름을 제조할 수 있

고, 전해질을 활성층으로 사용했을 때와 동일한 

구동원리를 통해 촉각센서를 구현할 수 있다[43]. 
하지만 전극과 유전체간 접촉면적의 변화를 이용

한 구동원리는 일정 압력범위 이상에서는 더 이상 

접촉면적의 증가가 불가능하여 센서에 가해지는 

압력에 대한 인지가 불가능하다. 

2.2.3. 생체모사형 전자피부형 촉각센서

지금까지 대다수의 연구에서는 센서가 인지할 

수 있는 외부 자극의 범위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

루지 않았지만, 촉각센서는 인간의 피부와 같이 

매우 작은 크기의 자극부터 큰 자극까지(수Pa~수

Mpa), 넓은 압력범위에서 고민감도를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유전체의 두께와 전극간 접촉면적의 

변화를 통한 구동원리는 소재가 무한히 변형되지 

않기 때문에 압력범위에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소재의 물리적 변형을 통한 인지방법이 아닌, 외
부자극에 의해 지속적으로 전기용량의 변화를 유

도할 수 있는 소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

한 소재를 새롭게 설계하기 위해 인간피부의 촉각 

메커니즘을 모사한 연구가 최근 국내 김도환 교수 

연구진에 의해 발표되었다. 피부에 존재하며 촉각

의 기능을 수행하는 감각수용체 중 하나인 메르켈 

세포(Merkel cell)는 압력인가 시, 이온채널의 물리

적 개폐를 통하여 이온의 이동을 가능하게 한다. 
이온채널이 활성화되면 양이온의 투과성이 높아

져 막탈분극(polarized membrane potential)이 발

생하고 물리적 자극은 수용기전위로 변화되면 신

호가 전달된다(Figure 10a). 감각수용체가 가진 압

력에 의한 이온의 이동원리를 모방하고자 thermo-
plastic polyurethane (TPU)과 이온성 액체

(1-ethyl-3-methylimidazolium bis(trifluoromethyl-
sulfonyl)imide)의 블렌딩을 통하여 점-유탄성(visco- 
poroelastic)의 이온성 유전체를 활성층으로 제작

하였으며, 이온이 고분자 매트릭스 내 침투하여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압력인가 시 고분자 

매트릭스 체인간 거리가 짧아지게 되어 매트릭스 

내 존재하는 이온이 전극표면으로 이동할 수 있다

(Figure 10b). 결과적으로, 점-유탄성의 이온성 소

재를 활용하여 압력에 의한 지속적인 이온의 이동

을 유도하고 전극계면에서 형성되는 전기이중층

의 효과로 인해 전기용량의 변화를 발생시킬 수 

있고,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위 연구에서는 깃

털의 무게 혹은 소리와 같은 매우 작은 압력부터 

(a)

(b)

* 출처 : Lab Chip, 12, 1110-1118 (2012).

Figure 9. (a) 전해질을 활성층으로 활용한 소자 모식도, (b) 
압력에 따른 전기용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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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몸무게와 같은 큰 압력까지 민감하게 구분

하고 인지하는 초고민감도 전자피부형 촉각센서

를 제작하였다[44].

2.3. 트랜지스터(Transistor) 방식

트랜지스터는 반도체의 전하 축적 및 이동에 의

한 전기적 신호를 얻으며, 게이트(gate) 전극에 인

한 증폭효과로 인해 아주 미세한 외부 물리적 자

극에 의한 전기적 신호변화로 실시간 변환이 가능

하기 때문에, 고민감도의 촉각센서로의 적용에 가

장 적합하다. 복잡한 구조와 공정의 어려움 등 한

계점이 존재하나 트랜지스터를 구성하는 다양한 

소재의 변형을 통해 전기적 신호의 변화를 출력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유연한 유기물 기반의 트랜지

스터에 유연성을 가지는 압력 감지층을 반도체층, 
전극층, 유전체층 등에 도입함으로써 유연한 고민

감도의 촉각센서를 제작할 수 있다. 이러한 촉각

센서로의 구동 방식은 전류의 변화를 유도하는 방

법에 따라 크게 저항(piezoresistive) 방식[15,16]과 

전기용량(piezocapacitive) 방식[17,18]으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트랜지스터 방식 촉각센서는 다

양한 접근에 의해 센서의 성능 및 감응도를 시킬 

수 있고, 이에 따른 전류의 변화가 증폭되므로 고

민감성 촉각센서로의 가능성으로 인해 많은 연구

들이 진행되고 있다.

2.3.1. 저항방식에 의한 전류 변화 유도

저항방식은 트랜지스터를 구성하는 전도성 소

재의 저항 변화에 인한 전류의 변화를 유도하여 

외부 물리적 자극을 인지하는 방법으로 저항방식 

촉각센서에서 설명한 저항변화를 유도하는 방식

을 적용할 수 있으며, 간단한 구조를 통한 소자 제

작과 빠른 구동 속도 등의 장점이 있다. 전도성 소

재인 게이트, 소스, 드레인 전극의 저항을 변화하

여 반도체 내 전하의 이동량에 따른 전류의 변화

를 유도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며, 미세한 물리적 

자극에 의해 큰 전류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일
본의 Takao Someya 교수 연구진[45]은 나노섬유

(nanofibers) 구조의 전극을 통해 저항변화를 유도

하여 트랜지스터 방식의 고민감도 촉각센서를 제

작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고분자 기판 위에 전도

성 소재인 CNT와 그래핀을 전기방사하여 나노섬

유 간의 엉킴과 적층을 통해 기공을 가지는 압력

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전극을 개발하였다(Figure 
11a). 이 CNT/그래핀 나노섬유 소재는 압력에 의

해 저항이 비교적 낮은 CNT가 그래핀 필러들과의 

접촉을 통해 전도 경로(conductive path)가 형성되

어 저항의 감소로 압력(< 2 kPa)을 감지하지만, 굽
힘에 의해서는 나노섬유 구조의 재배열로 인해 유

(a)

(b)

* 출처 : Adv. Mater., 29, 1605973 (2017).

Figure 10. (a) 이온채널을 통한 감각수용체의 자극 인지원

리, (b) 생체모사형 점-유탄성 탄성중합체의 이온 이동원리.

* 출처 : Nat. Nanotech, 11.5, 472-478 (2016).

Figure 11. (a) 전기방사를 통한 CNT/graphene 소재와 트

랜지스터 센서 모식도, (b) 굽힘 둔감성을 보이는 촉각센서

의 압력 센싱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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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변형률(effective strain)이 매우 작아 저항의 변

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 압력 감지층을 트랜지스

터의 소스전극과 연결하여 유연한 투명성을 가지

는 유기트랜지스터를 제작하였으며, 곡률반경 100 
µm에서도 성능의 저하가 일어나지 않고 압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전자피부형 유연 촉각센서를 

제작하였다(Figure 11b).

2.3.2. 전기용량 방식에 의한 전류 변화 유도

전기용량 방식의 촉각센서는 트랜지스터의 유

전체층의 소재의 물리적 변형에 의한 전기용량의 

변화를 통해 외부 물리적 자극을 인지한다. 전기

용량은 소자의 면적(A)에 비례하고, 전극 간 거리

(d)에 반비례(C = εrε0⋅A/d)하므로, 유전체층의 

면적과 거리의 변화를 통한 촉각센서의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높은 신축성을 가지는 유

전체는 물리적 변형이 쉽게 일어나 면적 및 거리 

변화가 용이하여, 물리적 자극에 의해 전기용량의 

큰 변화가 트랜지스터의 강한 증폭 효과에 의해 

큰 전류의 변화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전기용량 

방식의 촉각센서는 유전체 소재의 탄성계수가 클

수록 높은 민감도를 갖을 수 있으나, 소재의 기계

적 물성에 의해 비교적 느린 반응속도를 가진다는 

단점이 있다. Zhenan Bao 교수 연구진[46]에서는 

압력에 따른 마이크로 피라미드 구조의 변화에 따

른 전기용량의 증가를 유도한 유기박막트랜지스

터식 압력센서를 개발하였다(Figure 12a). 상부 

ITO/PET 전극 위의 유전체층으로 PDMS 마이크

로 피라미드 구조 때문에 압력에 높은 민감도를 

보이며, 유전체 간의 접촉에 의한 공기 간극(air 
gap) 크기의 감소와 유전체의 두께 감소에 의해 

정전용량의 증가로 인해 트랜지스터의 전류가 증

가한다. 또한, 피라미드 구조의 간격이 클수록 공

기 간극(air gap)의 증가와 같은 압력 하에서 평면 

구조보다 각 피라미드 구조에 가해지는 힘이 크기 

때문에 압축성의 증가로 인해 더 높은 민감도(8.4 
kPa-1)와 빠른 구동 속도(< 10 ms)를 가지는 고민

감도의 촉각센서를 제작하였다(Figure 12b). 

3. 디지털(변색/발광) 유연 촉각센서

디지털 방식 촉각센서는 아날로그형 촉각센서

와 달리 외부 물리적 자극에 의해 청각, 시각, 촉
각 등의 신호변화가 존재한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아날로그형 촉각센서에서는 사용자가 신호

를 읽기 위해서 신호처리 장비가 필요하고 센서가 

인식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피드백 줄 수 있는 디

스플레이 및 기타 장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디지

털 방식 촉각센서는 소자 자체만으로도 외부 자극 

인지가 가능하며, 특히 터치패드 및 interactive 
display에 활용하기 위해 변색 및 발광과 같은 시

각적 신호변화를 다루는 연구들이 최근에 많이 보

고되고 있다[47-49]. 
대표적 연구로는 카멜레온의 변색 메커니즘을 

모방하여 외부자극에 의한 변색이 가능한 디지털 

촉각센서를 들 수 있다[50]. 압력이 가해지면 CNT
전극이 코팅되어 있는 PDMS 구조체와 상대전극 

(a)

(b)

* 출처 : Nat. Comm., 4, 1859 (2013).

Figure 12. (a) 마이크로 피라미드 구조의 유전체를 통한 

트랜지스터식 촉각센서 모식도, (b) 고민감도 촉각센서의 

센싱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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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거리가 줄어들고, 전도성 소재 간 접촉면적

이 증가하는 저항방식 압력센서를 활용하였다

(Figure 13a). 이렇게 변화한 저항은 변색 고분자

에 가변전압을 인가할 수 있으므로 반도체의 산

화, 환원을 통해 변색을 가능하게 한다. 위 연구에

서 사용한 poly(3-hexylthiophene-2,5-diyl) (P3HT) 
고분자 반도체는 분자구조에 따라 흡수파장이 달

라지고(550 nm → 800 nm) 인가되는 전압의 크기

(압력의 크기)가 커지면 550 nm의 파장대의 빛을 

더 많이 흡수할 수 있어 최종적으로 나타내는 색의 

차이를 압력에 따라 다양하게 보인다(Figure 13b). 
하지만 이러한 디지털 방식 촉각센서를 구현하려

면 전력 공급장치와 압력센서, 그리고 변색소자까

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아날

로그 방식 대비 큰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Zhong Lin Wang 교수 연구진[51]은 이러한 한

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찰전기효과를 이용한 자

가발전 소자 triboelectric sensor matrix (TESM)와 

역학자극에 의한 발광 소자 mechanoluminescent 
sensor matrix (MLSM)를 하나의 소자로 적층하여 

제작하였다. 사람의 손과 PDMS가 접촉하면서 발

생되는 마찰전기를 이용하여 낮은 압력범위의 자

극을 아날로그 신호로 인지하고, 높은 압력 하에

서는 물리적 자극에 의해 wurtzite 구조를 가지고 

있는 ZnS가 압전형 분극 전하를 유도하고, 밴드갭

(band gap)의 변화에 의해 생성된 전자가 바닥상

태의 상태로 전이 되면서 빛을 발생시킨다. 결과

적으로, 전력의 공급없이 구동가능한 아날로그-디
지털 방식의 단일 센서 매트릭스를 구현한 최초의 

연구이다(Figure 14).

4. 결 론

전기적 신호의 변환방식을 분류하여 아날로그

형 촉각센서의 연구동향을 살펴보았고, 추가적으

로 발광 및 변색으로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한 

디지털 방식 촉각센서 연구는 어떠한 방향으로 진

행되고 있는지 소개하였다. 본론에서 논하지 않았

지만 최근 전자피부의 연구는 생체 친화적이면서 

공기투과가 가능한 특성[52]을 부여하고, 인간이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는 것과 같이 자가 치유 기

능[53]을 가지는 전자피부에 대해서 활발히 연구

되었다. 나아가, 외부자극에 의해 변화하는 전기적 

신호를 생체 신호와 유사하게 만들어 아날로그, 

(a)

(b)

* 출처 : Nat. Comm., 6, 8011 (2015).

Figure 13. (a) 저항방식의 촉각센서와 전기 변색고분자를 

이용한 생체모사 시스템, (b) P3HT 변색 고분자의 압력에 

따른 흡수 파장대 변화.

* 출처 : Adv. Mater., 29, 1605817 (2017).

Figure 14. TESM와 MLSM의 적측형 단일 소자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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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방식을 넘어서 인간에게 촉각센서를 직접 

적용하려는 시도가 있었다[54]. 이렇듯 인간피부

의 고유한 특성이라 생각했던 기능을 모방하고 발

전시키면서 전자피부와 인간피부의 경계를 없애려

는 시도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인간피부를 대체할 수 있는 전자피부를 구현하기 

위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

까지 보여주었던 전자기기로써의 활용범위뿐만 아

니라 더 나아가 바이오, 메디컬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으며, 더 많은 발전을 이루어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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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과 조교수 

2017~현재 한양대학교 화학공학과

정교수

김 주 성
2010~2016 숭실대학교 유기신소재⋅파이버

공학과 학사 

2016~2017 숭실대학교 유기신소재⋅파이버

공학과/BK Plus 정보통신소재

융합학과 석사과정

2018~현재 한양대학교 화학공학과 

박사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