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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DC resistance type humidity sensor using conductive carbon ink was fabricated and its performance was evaluated. The

humidity sensor was fabricated using a screen printing technique and have a structure that does not require additional metal

electrodes to measure resistance change.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humidity sensor, we measured the DC resistance

change under various relative humidity levels. The fabricated humidity sensor showed a resistance change of about 2.5 ~

50 kΩ in 11 ~ 95% RH environment. It also shows a linear relationship in the relative humidity versus log DC resistance

graph. In comparison with commercial humidity sensor under real environment,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resistance of

the humidity sensor changes to almost the same level as the measured humidity. These results show that the resistance type

humidity sensor can be operated stably in actua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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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사물인터넷 기술의 발달과 함께 간단 구조 및 작동 메커니즘

을 가지는 센서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습도는 일상생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현장과 연구분야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

치는 물리량 이다[1-2]. 따라서 우리 주변의 습도를 정확히 측

정하고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습도센서의 응용분

야는 농업분야의 토양 습도측정, 공학 분야에서 부식 모니터링,

공정 환경 모니터링, 건축분야의 결로 모니터링, 주거환경 모니

터링, 문화제 및 미술품 등의 보존을 위한 습도조절 등 매우 광

범위 하다[2-3]. 따라서 다양한 응용분야에 적합한 습도센서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전자식 습도센서는 측정방식에 따라 크

게 광학 측정방식[4], 저항 변화방식[2–5], 정전용량 변화 방식

[9-10]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광학식 습도센서는 광섬유를 기

반으로 하여 우수한 내화학성, 기계적 안정성 및 신호 안정성을

가지고 있지만 복잡한 광학장비를 필요로 하는 단점이 있다[4].

정전용량형 습도센서는 낮은 습도의 감지가 가능하고 응답 특

성이 우수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대량 생산이 어렵고 센서부

의 관리가 필요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2]. 반면 저항형 습도센

서는 온도 보정이 필요하거나 낮은 습도의 측정이 어려운 단점

을 가지고 있지만 간단한 구조와 대량생산 및 측정이 용이한 장

점을 가지고 있어 사물인터넷 분야에 적용에 매우 유리하다[2].

저항형 습도센서는 일반적으로 바이트 형태의 전극이 인쇄된 기

판에 세라믹, 고분자 및 전해질(염화리튬 등)의 박막을 형성하

여 제작한다[7]. 저항형 센서의 감습막 물질은 저항이 크기 때

문에 측정용 금속전극을 반드시 형성하여야 하며, 전극의 형태

가 습도센서의 성능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7]. 감습막의 도포 공

정은 일반적으로 spin coating, dip coating, evaporation, sputtering

및 프린팅 등의 방법이 사용된다[2]. 그러나 기존의 저항형 습

도센서는 측정용 금속전극 형성 및 감습막 제조 공정 등의 문

제로 사물 일체형 센서의 제작이 어려웠다. 최근에는 이러한 문

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종이 위에 연필을 이용하여 측정용 전극

을 직접 그리고 탄소나노튜브를 페인팅 기법으로 도포하여 습

도센서를 제작한 연구도 발표되었다 [11].

본 연구에서는 상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전도성 카본 잉크의

습도에 따른 저항특성을 분석하고 인쇄기반 저항형 습도센서를

제작하였다. 전도성 카본 잉크는 우수한 전기적 특성(낮은 저항)

을 가지고 있으며, 습도 반응성이 뛰어나 습도센서 감응 물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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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하다. 또한 스크린 프린팅 기법을 사용하여 제작 가능하고

별도의 측정용 금속 전극의 제작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

한 표면에 일체형으로 손쉽게 제작할 수 있어 사물인터넷 분야

의 적용에 매우 유리하다. 제작된 센서는 최대 수십 kΩ 수준의

낮은 저항을 가지고 있으며, DC 저항변화로 습도 측정이 가능

할 뿐만 아니라 높은 감도를 나타내었다.

2. 연구 방법

2.1 전도성 카본잉크를 이용한 습도센서 제작

전도성 카본잉크는 상용제품인Electric Paint(Bare Conductive,

영국)를 사용하였다. Electric Paint 제품은 카본 입자를 기반으

로 한 전도성 잉크 제품으로 물을 용매로 사용하여 독성이 없는

제품이다. 전도성 카본 필름의 두께가 50 μm 일 때 약 55Ω/sq

의 면저항을 가지고 있어 습도센서 제작 시 우수한 전기적 특

성을 부여할 수 있다. 전도성 카본잉크는 용매인 물, 전도성 카

본입자, 습윤제 및 천연수지로 이루어져있다[12]. 첨가된 습윤제

및 천연수지의 종류는 영업비밀로 밝혀져 있지 않지만, 주변의

상대습도에 반응하여 전도성 카본 필름의 전기저항의 변화를 유

발한다.

본 연구에서는 Fig.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저항형 습도센서

패턴을 제작하기 위해 스크린 프린팅 기법을 사용하였다. 탈부

착이 용이한 웨이퍼 다이싱 필름을 원하는 패턴으로 절단하여

제작한 Shadow Mask를 기판에 부착하고, 전도성 카본 잉크를

유리기판에 선택적으로 도포하여 패턴을 제작하였다. 전도성 카

본 잉크가 도포된 기판은 60
o
C 대류오븐에서 10분간 건조하였

다. 습도센서의 형상은 습도 반응 영역이 폭 1 mm, 길이 15

mm로 구성되고 측정을 위한 전극 패드가 가로 10 mm, 세로

10 mm 로 구성되어 있다. 전도성 카본 필름의 두께는 센서의

저항이 약 수 kΩ 수준을 유지하도록 조절하였다.

2.2 습도센서의 성능 평가

제작된 습도센서는 다양한 상대습도에서 DC 저항변화를 측

정하였다. DC 저항을 측정하기 위해 FLUKE 289 TRUE RMS

MULTIMETER를 사용하였다(Fig. 2). 다양한 상대습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염의 과포화 수용액을 이용하였다. 밀패된 용

기에 LiCl, MgCl2, K2CO3, Mg(NO3)2, NaCl, KCl, KNO3 과포화

용액을 넣어 각각 11, 33, 43, 53, 75, 84, 94 %RH의 습도환경

을 조성하였다[8,11]. 모든 염화합물은 대정화금에서 구매하였

다. 실제 환경에서 습도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Testo 605-H1 온

습도계를 사용하여 비교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습도측정 및 성능평가

전도성 카본 필름의 습도 반응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양한

상대습도를 가지는 과포화 염 수용액 환경에서DC 저항변화를

관찰하였다. Fig. 3은 온도 25 oC, 습도 11 %RH (과포화 LiCl

수용액) 환경을 기준으로 94, 84, 75, 53, 43, 33 %RH 환경으

로 각각 변화할 때 5분간격으로 3회 사이클 변화를 측정한 결

과를 나타낸다. 전도성 카본 필름의 습도 반응성은 3회의 습도

변화 사이클 동안 반복적으로 동일한 저항변화 패턴을 보이며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제작된 습도 센서의 민

감도를 평가하기 위해 11 %RH 에서의 저항(R0, 약 2.7 kΩ)을

기준으로 각각의 습도에 따른 저항변화율(ΔR/R0)을 계산하였다

. 상대습도 94 %RH 에서 저항변화율이 약 1700% 이상으로 매

우 높게 나타났으며, 33 %RH 의 낮은 상대습도에서도 약 10%

의 저항변화율을 나타내었다. 이는 기존에 발표된 폴리머 기반

에 센서가 MΩ 수준에 저항 수준과 수십 %의 저항변화율을 가

Fig. 1. Fabrication process of resistive humidity sensor using con-

ductive carbon inks

Fig. 2. Experimental setup of humidity se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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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것에 비해 매우 우수한 성능을 나타낸다[6-7]. 

다만, 상대습도가 낮아질수록 센서의 안정화 시간이 길어지

고, 습도에 따른 반복 특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특성은 주로 폴리머 기반 습도센서에서 나타나는 특성으

로[2], 본 연구에서 사용된 상용 카본 잉크에 첨가된 습윤제 및

천연수지가 습도에 반응하여 폴리머 기반 센서와 같은 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보여준다. 

제작된 센서의 반응속도는 습도가 감소하는 구간 보다 증가

하는 구간에서 더 빠르게 나타났다. 특히 상대습도가 약 50%

이하로 감소하는 구간에서는 그래프의 기울기가 급격히 감소하

면서 반응 시간이 길어졌다. 이러한 특성은 폴리머 기반의 습도

센서가 낮은 습도에서 흡착된 물 분자가 탈습되는 속도가 현저

히 감소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2]. Fig. 3 (b) 에

서 보는 것과 같이 33 %RH의 낮은 습도에서 센서의 저항 변

화의 기울기가 현저히 작아진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4는 각각의 습도에서 안정화된 저항을 측정하여 상대습

도에 따른 저항변화를 나타내었다. 제작된 센서 저항의 대수

(logarithm)값이 상대습도 증가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결

과를 보였다. 습도변화에 따른 저항 추세선의 R
2
 값 (coefficient

of determination)이 0.9613으로 1에 근접한 선형성을 가지고 있

다. 비록 습도에 따라 저항이 지수적으로 변화하여 대수 변환과

정이 필요하지만, 높은 습도에서 큰 저항변화는 적용 분야에 따

라 활용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저항형 습도센서들이 대부분 AC 임피던스 변화를 측

정하여 복잡한 측정장비 및 회로를 필요로 한 것에 비해, 전도

성 카본 필름의 경우 습도 변화에 따라 안정적이 DC 저항 변

화를 보임으로써 센서시스템의 간편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페인팅을 통해 표면에 직접 습도센서를 형성할 수 있기 때

문에 사물인터넷 기반에 습도센서 제작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

할 수 있을 것이다.

제작된 센서의 실제 환경에서의 반응특성 및 성능을 평가하

기 위하여, 약 6평의 사무실 공간에서 가습기를 사용하여 습도

환경을 변화시키면서 상용 습도센서(Testo 605-H, 정전용량형

습도센서)와 비교 측정하였다. Fig. 5는 제작된 센서의 저항 변

Fig. 3. Humidity sensing response of sensors based on conductive

carbon inks of glass substrate. (a) Three circles dynamic sens-

ing response of the sensors to 43, 53, 75, 84 and 94 %RH

from 11 %RH, respectively. (b) Three circles dynamic sens-

ing response of the sensors to 33 %RH from 11%RH.

Fig. 4. Sensitivity of resistive humidity sensor 

Fig. 5. Humidity sensing response of sensor based on conductive car-

bon inks and reference humidity sensor at the real envi-

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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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실선)와 상용 습도센서로 측정한 습도변화(점, 50초간격으로

측정)를 보여준다. 상용 습도센서로 측정한 실내 공간의 습도는

가습기의 작동여부에 따라 약 55%에서부터 65%까지 10% 내

외에서 변화하였다. 

이때, 제작된 센서의 저항변화는 측정된 습도와 거의 동일한

양상과 변화 속도를 가지고 변화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

한 결과는 제작된 저항형 습도센서가 실제 사용 환경에서도 안

정적으로 작동 가능함을 보여준다. 

다만, 일반적으로 저항형 습도센서의 경우 온도 민감성을 가

지기 때문에 온도에 따른 영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상대습도

는 온도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온도가 습

도센서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에

서는 온도와 습도가 함께 변화하는 환경에서 제작된 습도센서

의 저항변화를 관찰하였다. Fig. 5는 온도 변화에 따른 상대습

도의 변화(점선)와 제작된 습도센서의 저항 변화(실선)를 나타

낸다. 상대습도의 변화가 거의 없는 약 20oC에서 30oC 구간에

서 센서의 저항이 온도 증가와 함께 다소 감소하여 온도 영향

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지만, 그 변화율이 습도에 의한

변화율 보다 미미한 수준을 보인다. 따라서, 향후 온도에 의한

습도센서의 저항변화를 보정하기 위하여 차동모드(difference

mode)의 측정이 필요하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상용 전도성 카본 잉크를 이용하여 습도센서

를 제작하고 그 특성을 평가하였다. 스크린 기법을 이용하여 별

도의 측정전극(금속전극) 없이 전도성 카본 필름을 제작하였으

며, 과포화 염 수용액과 실제 환경에서 습도에 따른 저항변화를

측정하였다. 전도성 카본 필름은 건조상태에서 약 수 kΩ의 저

항값을 가지도록 디자인 하였으며, 습도에 따라 최대 수십 kΩ

까지 저항이 증가하였다. 제작된 센서는 습도변화에 따라 지수

적으로 선형적인 저항변화 특성을 가지며, 실제 환경에서도 상

용 습도센서와 대등한 성능을 나타냈다. 비록 낮은 습도영역에

서 반복 측정 특성이 일정하지 않았으나 50% 이상의 습도영역

에서는 반복 측정에서도 안정적 특성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습

도센서는 특정 사물 또는 표면에 일체형으로 제작가능하며, DC

저항변화를 이용한 간단한 측정방식 및 저전력, 실시간 습도를

모니터링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물인터넷 분야에 적용할 수 있

다. 특히 높은 습도에서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스크린 페

인팅 기법으로 사물의 표면에 직접 습도 센서를 제작하여 건축

물 벽면의 결로 모니터링, 목조 문화재의 습도 관리, 고미술품

및 서적의 습도관리 등의 분야에 매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 다만 상용 전도성 카본 잉크를 사용하여 경제적으로 일정한 특

성과 안정적인 습도센서의 제작이 가능하지만, 향후 첨가된 습

윤제 및 천연수지의 규명을 통해 습도 반응 원리 및 최적화 연

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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