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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터치센서(Touch-sensor)는 매우 직관적인 사용

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UI)를 가지고 있는 

입력장치이다. 스마트폰(Smart-phone), 태블릿-PC 
(Tablet-PC), PDA, 내비게이션 등에 사용되고 있는 

기존의 터치센서는 터치 위치만을 측정할 수 있다. 
UI 관점에서 터치 위치뿐만 아니라 터치 힘까지 

측정할 수 있다면, 보다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Applications)과 콘텐츠(Contents)를 제공할 수 있

다.  따라서 최근  터치 위치와 터치 힘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3D 터치센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 2]. 그러나 현재까지 개발된 3D 
터치센서는 복잡한 제작공정 때문에 상용화의 어

려움을 가지고 있다. 또한 불투명하거나 유연하지 

못하여 플렉시블디스플레이(Flexible-Display)에 

적용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단한 제작 공정이 가능하면서 

터치 위치뿐만 아니라 터치 힘까지 측정할 수 있는 

유연한 투명 터치센서를 개발하고 터치센서의 성

능을 평가하였다.

2. 설계 및 제작

Fig. 1 과 같이 터치 위치 와 터치 힘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정전용량 방식(Capacitive type)의 

유연한 투명 터치센서를 설계하였다. 설계된 터치

센서는 상판과 하판 그리고 유전체(Dielectric sub-
stance)로 구성되었다. 센서의 상·하판은 투명전극

인 ITO(Indium Tin-Oxide)가 세로와 가로 방향으로

가 증착된 PET(Polyester) 필름을 사용하였으며, 
두 판 사이에 유전체(Dielectric substance)를 넣었

다. 정전용량 방식의 커패시턴스는 상·하판 전극 

사이의 거리에 반비례한다. 상·하판 전극 사이의 

거리에 따른 커패시턴스의 변화를 통해 터치 위치

Fig. 1 Schematic design of a touch-sensor.

와 터치 힘을 측정 할 수 있다. 설계된 터치센서는 

간단한 제작 공정을 통해 제작 되었다. 하판 PET 
필름 위에 유전체를 일정한 두께로 형성시키고, 
형성된 유전체를 경화시키기 위해 큐어링(Curing) 
하였다. 그리고 유전체 위에 상판 PET 필름을 부착

하여 터치센서를 제작하였다.
Fig. 2 는 간단한 제작 공정을 통해 제작된 터치센

서(a)와 센서의 유연성(b) 및 투명성(c) 을 보여준다. 
제작된 터치센서의 크기는 84 ㎜ × 59 ㎜ 이며, 
두께는 0.62 ㎜ 로 제작되었다.

Fig. 2 Fabricated touch-sensor and its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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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ransmittance of the touch-sensor

Fig. 4 Multi-touch image for the touch-sensor.

3. 평가 및 결과

UV-vis spectrophotometer장비를 이용하여 제작

된 터치센서의 투과도 측정결과를 Fig. 3 에 나타내

었다. 측정결과 400 ㎚ ~ 700 ㎚ 의 가시광선 영역에

서 88 % 의 투과도를 보여주었다. 또한 센서는 

곡률반경 20 ㎜ 까지 구부러질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었다. Fig. 4 는 제작된 터치센서의 멀티 

터치(Multi-touch) 이미지를 보여준다. 랩뷰(Lab 
View)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판과 하판 전극 사이

의 거리에 따른 커패시턴스의 변화를 모니터링

(Monitoring) 하였다. 두 손가락으로 제작된 터치센

서를 터치 하였을 때 멀티 터치가 인식되었다. 제작

된 터치센서의 터치 힘을 측정하기 위해 센서 아래

에 저울을 놓고 펜으로 80g (약 0.8N) 까지 힘을 

가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5 에 나타내었다. 터치 

힘의 평가결과 약 20 ~ 30 g 에서 터치 힘이 인식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힘의 범위가 80 g 까지 선형

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간단한 제작 공정을 사용하여 터치 위치뿐만 

아니라 터치 힘까지 측정할 수 있는 유연한 투명

Fig. 5 Response characteristic of the force sensing 
for the touch-sensor.

터치센서를 개발하고 터치센서의 성능을 평가하

였다. 터치센서는 84 ㎜ × 59 ㎜ 크기로 제작되었다. 
센서는 88 % 의 투과도를 보여주었으며, 실제 휴대

폰 액정화면에 부착하여 투명성을 확인해본 결과 

매우 우수한 투명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곡률반경 

20 ㎜ 까지 구부러질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었다. 터치 위치의 측정결과 멀티 터치가 가능하

였으며, 터치 위치에서 약 20 ~ 30 g 의 매우 작은 

힘에서부터 터치 힘을 인식할 수 있는 성능을 보여

주었다. 연구결과 개발된 터치센서는 기존의 터치

센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성능을 확인하였으며, 유연

성 및 높은 투과성을 가지고 있어 플렉시블디스플

레이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터치 

힘을 측정할 수 있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과 콘텐

츠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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