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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인쇄전자 기반으로 제작된 종이 기반 스트레인 센서는 다양한 응용 분야가 있으며, 특히 저항 기반 센서는 환경 친화적이며 웨어러블 

장치에 사용할 수 있어 천천히 변화하는 변형, 무거운 하중을 받는 구조 또는 극한 이벤트로 인한 예기치 않은 영향을 감지하는데 적합

하다. 본 연구에서는 Ag/CNT 스크린 프린팅 공정을 사용하여 GF 20 이상의 종이 기반 스트레인 센서를 제작하였고 인쇄적성에 따른 

센서 제작 및 센싱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gap이 0.38에서 0.5 mm로 증가할 경우 선폭이 546 um에서 최대 396 um로 

감소함 확인하였고 스퀴지가 스크린 메쉬에 5 mm에서 9 mm로 가까워질수록 패턴 폭은 581에서 721 um로 증가됨을 볼 수 있었다. 또

한, 100°C에서 저항값이 352 Ω에서 220°C일 때 100 Ω까지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온도 변화는 Ag/CNT의 결합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감도 차이를 생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스크린 프린팅 공정으로 종이기반 스트레인 센서 기술 개발을 위한 의미 있는 

기본 데이터로 사용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Paper-based strain sensors produced based on printed electronics have a variety of applications for slowly changing deformation, 

heavy-loaded structures, or extreme events. Especially resistance-based sensors which can be used in wearable devices, are affected by 

printability. In this study, a strain sensor based on GF 20 or higher was fabricated using the Ag/CNT screen printing process, and the 

sensor fabrication and sensing effects were systematically analyzed according to its printability. As a result, when the gap between 

mesh and sbustrate is increased from 0.38 to 0.5 mm, line width decreases from 546 um to a maximum of 396 um. As the confirmed 

squeegee approaches the screen mesh from 5 mm to 9 mm, the pattern width increases from 581 to 721 um. In addition, it can be seen 

that the resistance value decreases from 352 Ω to 100 Ω when drying temperature increased from 100°C to 220°C, which is attributed 

to the bonding structure of Ag/CNTs and creates a sensitivity difference. Through this, it is considered a number of meaningful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paper-based strain sensor technology as a screen print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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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셀룰로오스

종이는 축축한 섬유를 함께 눌러서 생산되며 이들은 일반적으로 셀룰로오스 섬유로 통칭되는데 셀룰로오스 섬유는 주로 식물

에서 미세 섬유로 발견되는 목재 펄프에서 추출되며 화학적 또는 기계적 펄프 화 공정을 통해 공급원(나무 조각, 줄기 또는 기타 

식물 부분)에서 분리된다. 화학적 펄프 화 공정에서 셀룰로오스 섬유는 리그닌과 헤미셀룰로오스를 분해하지 않고 물에 현탁된 

작은 입자로 분해하여 추출하는 반면, 기계적 펄프화 공정은 물리적으로 셀룰로오스 섬유를 서로 찢어 생성된다. 셀룰로오스의 

분자식 (C6H10O5) n은 이를 수백에서 10,000개 이상의 β (1→4) 연결된 d- 포도당 단위의 선형 사슬로 구성된 다당류로 분류하

는데 모든 식물 물질의 약 33% 셀룰로오스이며; 면은 90%로 가장 많은 셀룰로오스를 함유하고 있으며 목재는 40~50%정도이

다. 종이 한 장은 일반적으로 직경이 수 나노 미터에서 1 미크론이고 길이가 최대 40 mm인 마이크로 피 브릴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까지 셀룰로오스와 그 유도체는 다양한 제품에 사용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셀룰로오스는 유기 용매에 용해시켜 재생하여 섬

유 산업에서 사용되는 필수 섬유 인 레이온이라는 섬유를 생성한다. 질산 셀룰로오스는 무연 화약에 사용되었고 1930년대 중반

까지 사진 및 영화 필름 용 셀룰로이드의 기본 재료로 사용되었으며 많은 수용성 접착제 및 결합제(예: 메틸 셀룰로오스 및 카르

복시 메틸 셀룰로오스)는 셀룰로오스로 만들어졌다. 셀룰로오스는 또한 제약 업에서 정제의 비활성 필러로 사용되며 식품 가공 

산업에서 증점제 및 안정제로 사용된다. 

Fig. 1. Various application examples of paper-based sensors. (1) strain sensor, (2) transistors, (3) humidity sensors, (4) blood 

separation, (5) nanocomposite biosensor, (6) gas sensor, (7) bacteria detection, (8) sensing approaches[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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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또는 일반적으로 셀룰로오스는 여러 가지 이유로 센서 응용 분야에 매력적인데 첫째 종이는 생분해 성, 풍부하고 쉽게 구

할 수 있고 가볍고 처리하기 쉬우므로 값이 저렴한 재료이며 목재 셀룰로오스 친수성, 투과성, 반응성 등을 조정하여 섬유 기능

화가 가능하다. 한편, 종이는 액체 물질이 외부 힘의 도움 없이 친수성 매트릭스를 통과하게 하고 목재 셀룰로오스도 압전 특성

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ig. 1은 최근 몇 년 동안 연구자들은 미세 유체, 에너지 저장 및 스트레인 게이지를 포함한 다양한 종이 기반 센서 및 장치를 

보여준다. 지금까지 발표 된 대부분의 연구는 종이 센서를 구축하기 위한 저렴하고 간단한 제조 방법을 개발하고 종이 기반 센서

의 새로운 응용 프로그램을 탐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1.2 종이기반 스트레인 센서

스트레인 센서는 다양한 응용 분야를 가지고 있으며 중요한 인프라의 구조 상태 모니터링에서 스트레인을 직접 측정하고, 치

명적인 오류를 방지하고, 실시간으로 손상 발생을 식별하는 데 사용된다. 작동 원리에 따라 스트레인 게이지 또는 변환기는 광학 

센서, 저항 기반 센서 및 압전 센서로 분류된다. 이 중 저항 기반 센서는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하고 다기능성 센서이

며, 서서히 변화하는 변형, 심한 하중을 받는 구조물의 변위 또는 극단적인 이벤트로 인한 예상치 못한 충격을 감지 할 수 있다. 

기존의 저항 기반 스트레인 게이지는 전압 브리지 구성에서 작동하는 금속 와이어 또는 박막으로 구성되는데 최근 연구는 저비

용으로 쉽게 제작할 수 있는 유연하고 고감도 스트레인 센서를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로 인해 탄소 나노 튜브, ZnO 

나노 와이어, 그래 핀 등 다양한 나노 물질 기반 스트레인 센서가 개발되었지만 재료 및 공정 비용은 여전히   높고, 나노 물질 기반 

감지 기술은 아직 개발 초기 단계에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자들은 종이 기반 스트레인센서를 개발하기 위해 종이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추세이다.

종이 기반 재료의 변형 감도는 주로 종이 기판에 증착된 전도성 재료의 압력 저항 특성 때문으로 기계적 변형으로 인한 전도성 

재료 네트워크의 변경은 저항의 변화를 일으키며, 이러한 저항의 차이는 종이 기판에 의해 나타나는 변형의 양과 직접적인 관련

이 있다. Gullapalli 등은[8] 정적 및 동적 하중 모두에서 변형을 감지하기 위해 종이와 ZnO 나노 구조 복합재를 사용했다고 보고

했다. 그들은 수성 합성 경로를 사용하여 종이 기판에 ZnO 나노 구조의 연속 코팅을 수행하였고 ZnO 종이 스트레인 센서는 다

양한 스트레인 레벨에서 전류 출력의 변화를 보여주었고 저항성 장치로 사용될 때 게이지 계수는(Gauge Factor, GF) 일반적인 

상용 스트레인 게이지 값과 유사하였다. Liu et al.은[9] 종이를 구조 재료로 사용하여 force 센서를 구성했고 120 mN의 해상도와 

0.84 mVmN-1의 감도로 합리적인 성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종이 스트레인 센서는 실리콘 기반 상용 센서에 비해 자연 공진 

주파수(~ 25 Hz)가 매우 낮기 때문에 상용 센서에 비해 성능이 좋지 않았으며 저주파 신호 또는 정적 힘을 감지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었다. 반면에 종이 force 센서는 비용 및 제조 기술 측면에서 몇 가지 장점즉, 클린 룸이 필요없고 제조시간 단축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1.3 프린팅 기술을 응용한 종이기반 스트레인 센서의 제조

Khajeh 등은[10] 은 종이 기판에서 프린팅 기반 저항 스트레인 게이지를 카본 블랙(CB)의 전도성 라인으로 구성하였다. 사용

된 장치는 잉크젯 인쇄기를 사용하여 Northern Bleached Softwood Kraft(NBSK) 용지에 인쇄되었는데 NBSK 종이는 큰 섬유

로 구성되어있어 증착 된 CB 입자 현탁액을 종이로 운반하는 데 도움이 되는 큰 기공 크기를 제공하였다. 그들은 CB와 결합제의 

농도와 같은 다양한 매개 변수를 연구했고, 최대 70의 GF로 가장 높은 감도를 발견했지만 CB 3wt%와 결합제 0.1wt%에서는 제

한된 재현성이 지적되었다. Meiss et al.은[11] 상업용 사무용 프린터(EPSON Workforce 30)를 활용하여 관성 감지를 위한 침투 

기반 저항성 마이크로 전자 기계 시스템 센서를 개발했다. CB는 인화지에 저항으로 인쇄되었으며, 저항률이 1 Ω/sq인 상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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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색 잉크 라인을 인쇄하여 전도체와 연결시킨 다음 종이 기판을 자르고 접어서 촉각 센서와 관성 센서로 사용되는 3차원 구조

를 형성했다. 이 장치는 8 mV/(Vg)의 감도를 보였지만 약간의 드리프트도 보였다. 그러나 제안 된 설계 및 제조 방법은 간단하고 

빠르므로 저항성 센서 장치의 신속한 프로토 타이핑이 가능함을 입증하였다. 

한편, Fig. 2에서 보여주는 스크린 프린팅 방식은 앞서 기술은 잉크젯 방식과 함께 스트레인 센서 제조에 널리 사용되는 방식

으로 응용되고 있다. 스크린 인쇄에서 스퀴지는 얇은 철망과 폴리머 코팅으로 구성된 스크린 패턴을 통해 재료를 전달하는 데 사

용되며. 폴리머 코팅은 마스크 역할을 하여 재료의 이동을 제한하고 패턴화 된 증착물을 생성하는 반면, 메쉬는 폴리머 코팅 및 

증착 될 재료를을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 방식을 사용하면 스퀴지를 통해 전단력이 가해질 때까지 스크린을 통해 쉽게 흐르지 

않는 요변성 페이스트로 수많은 재료를 사용 할 수 있다.

Fig. 2. Structure of the screen printing process. Ink is placed on the mesh hanging on the frame, and the squeegee is transferred

by applying pressure to the ink and pushing it into the hole according to the traveling direction

하지만 현재까지 보고된 내용들은 대부분 은나노 입자(silver nanoparticles, Ag NP) 혹은 카본나노튜브를 각각 응용하여 스

크린프린팅 공정에 적용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져 왔으나 이를 복합적으로 합성하여 nanocomposite을 만든 사례는 드물다. 또한, 

인쇄적성(printability)를 심도있게 고려하여 이에 따른 패턴 변화를 연구한 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AgNP와 카본나노튜브(carbon nanotube, CNT)를 활용하여 스크린 프린팅용 잉크를 제조하였고 종이위에 프린팅

한 후 형성된 패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스트레인 센서의 감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온도에 따른 인쇄적성 변화를 패턴별로 분

석하여 그 효과를 입증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이후 스크린 프린팅 공정으로 제작된 종이기반 스트레인 센서 제작에 주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2. 본 론

2.1 스크린 프린팅에 적합한 Ag/CNT 복합잉크 제조

본 연구에서 사용된 AgNP의 모델은 순도 99.99%의 NP-S80(NTbase. korea)이며 MWCNT(US Research Nanomaterials, 

Inc.)이었고 분산액은 FC-4430(3M United States)이며 Sterocoll® HS, FoamStar® SI 2213 및 Hydropalat® WE 3475는 

BASF Corporation에서 제공하였고 부틸 카르 비톨 및 PVB 삼원 공중 합체는 Sigma-Aldrich에서 구입하였으며 종이는 복사용

지를 사용하였다. 간단고 저렴한 저온 화학 용액 공정을 사용하여 Ag/CNT 페이스트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조하였는데 우선 

Ag/CNT의 분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분산제, 용제-수지 비히클, 더 두꺼운, 소포제 및 습윤제의 비율은 2.4 : 47.7 : 0.1 : 47.7 : 

1 : 0.1 : 1이며, 재료는 와류 교반기(Daihan Scientific)를 사용하여 1000에서 혼합되었다. 3시간 동안 RPM. 페이스트를 혼합물

에 20분 동안 첨가하고 혼합물을 5분 동안 담근 후이 과정을 3회 반복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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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스크린 프린팅 프로세스를 응용한 종이기반 스트레인 센서 제작

Fig. 3은 제조된 Ag/CNT nanocomposite을 활용한 스트레인 센서 제조 공정을 보여준다. 제조 된 페이스트를 먼저 스크린 메

쉬(메시 카운트 400, Samborn Screen, 한국)에 로드하고 (1) 50 cm/s의 속도와 5~9 mm의 압력에서 0.38~0.5 mm의 스냅 오프 

거리로 스퀴징을 실시하였다. (2-4) 그런 다음 인쇄 된 패턴을 진공 오븐에서 100~220°C에서 0.5시간 동안 건조시켰다.

Fig. 3. A schematic diagram of the manufacturing process of a paper-based strain sensor manufactured by screen printing 

process using Ag/CNT ink

2.3 Printability에 따른 종이기반 스트레인 센서 특성 변화

종이 기반 스트레인 센서는 제조된 박막 필름의 크랙변화에 따라 저항변화가 이어지고 이를 기반으로 센서의 민감도를 결정

하기 때문에 패턴의 충실도는 센서의 기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다. 특히 프린팅 기반의 센서는 공정에 따라 다양

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a) (b)

Fig. 4. Paper-based strain sensor pattern fidelity changes according to (a) gap (snap-off distance) and (b) squeegee distance 

(pressure)

Fig. 4(a)는 gap차이에 따른 이축 스트레인 센서의 폭변화를 보여주는데 gap이 0.38에서 0.5 mm로 증가할 경우 546 um에서 

최대 396 um로 감소함을 볼 수 있었다. 이는 패턴이 스크린 메쉬의 탄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스퀴지와 종이의 접촉면이 감

소하여 폭이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Fig. 4(b)는 스퀴지와 스크린 메쉬사이의 거리에 따른 선폭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스퀴지가 스크린 메쉬에 5 mm에서 9 mm로 4 mm만큼 가까워질수록 패턴 폭은 581(Fig. 1(b), 1)에서 721 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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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b), 9)로 증가됨을 볼 수 있다. 이는 스퀴지와 패턴 사이의 간격이 좁아질수록 잉크에 가해지는 압력이 증가함을 나타내며 

결국 메쉬를 통해 빠져나가는 잉크의 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패턴 폭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gap과 스퀴지 

거리(압력)의 최적화를 통해 구상하는 센서의 디멘션을 컨트롤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Fig. 5. Resistance change of paper-based Ag/CNT nanocomposite strain sensor according to temperature change

Fig. 5는 건조 온도가100에서 220°C까지 변화할 때 센서 저항에 미치는 영향을 온도별로 나타낸 그래프이다. 100°C에서 저

항값이 352 Ω에서 220°C일 때 100 Ω까지 감소하였는데 이는 Ag와 CNT 간의 coalescence가 온도에 따라 변한것이며 특히 온

도가 상승할수록 잔여 솔벤트의 증발과 입자간 접촉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특성은 향후 센서 제조시에 

온도에 따라 센싱값이 변화 할 수 있음으로 상황에 맞는 사용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패시베이션 처리를 할 

수 있으나 이보다도 구조적으로 half-bridge 방식으로 변화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간단할 수 있다. 

(a) (b)

Fig. 6. Sensitivity change of paper-based Ag/CNT nanocomposite strain sensor according to temperature change

Fig. 6은 건조 온도에 따라 센서의 민감도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 가해지는 스트레인에 값을 나타낸 표로서 Gauge Factor(GF)

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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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F = ΔR/RΔε (1)

ε = h/2r (2)

c = 2r × sin (1/2r) (3)

식 (1), (2), (3)에서 R은 장력이없는 상태에서 센서의 초기 저항, ε은 센서에 응력이 가해질 때의 인장 변형, ΔR은 저항 변화, 

굽힘 공정에서 센서의 두께 h와 곡률 반경 R은 적용된 압력의 영향을 받는 반면 곡률 반경의 호 길이 l 및 현 길이 c를 나타냄.

종이기반 센서의 장점은 센서의 민감도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인데 고온 220°C에서 건조된 센서는 GF의 변화가 가해진 스트

레인이 0.6%로 증가될수록 23에서 1로 감소되는 경향을 보인 반면 100°C에서 건조된 센서는 동일한 스트레인에 대해 15에서 

2.8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상기 GF는 일반적인 상업용 스트레인 센서의 GF=2보다 10배 이상 민감한 수치임을 먼저 알 수 

있다. 또한, 상온에서 건조된 센서는 내부 Ag/CNT 결합 구조가 저온보다 강하여 같은 스트레인에 대해 크랙 발생 효과가 큰 것

에 따른 결과로 보여진다. 더욱이, 저온에서 보여주는 불안한 지그재그 형의 GF값은 내부 크랙이 변칙적으로 발생되었음을 암

시한다.

3. 결 론

종이기반 스트레인 센서는 다양한 응용 분야를 가지고 있으며 이 중 저항 기반 센서는 서서히 변화하는 변형, 심한 하중을 받

는 구조물의 변위 또는 극단적인 이벤트로 인한 예상치 못한 충격을 감지 할 수 있는 특징과 함께 친환경적이며 웨어러블 기기에

도 활용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Ag/CNT를 스크린 프린팅 공정을 활용하여 GF 20 이상의 종이 기반 스트레인 센서를 제작하

였고 특히 다양한 printability의 조건들 즉, gap(snap-off distance), squeeze distance, temperature 등을 변화시키면서 스트레인 

센서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gap과 squeeze는 프린팅 압력과 상관성이 있어 직접적으로 센서 폭의 변

화를 가져왔고 온도의 변화는 내부구성을 변화시켜 민감도의 차이를 야기 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인쇄전자 분야

에서 스크린 프린팅 공정으로 이루어지는 스트레인 센서 기술개발에 유의미한 기초자료로서 활용 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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