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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난 수십년간 의료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류의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동시에 장기의 노화로 인
한 퇴행성 질환의 발병률 역시 꾸준히 증가해왔으

며, 이에 퇴행성 질환의 조기 진단 기술의 개발이 
대두되는 추세다. 퇴행성 질환의 대표적인 예인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의 경우 동맥의 내막에 콜레
스테롤이 쌓이고 이를 둘러싸는 섬유성 막(thin cap 
fibroatheroma, TCFA)이 생기면서 혈관 내에 경화반
(plaque)(1)이 형성되며 발생한다. 이때 경화반이 파
열되면서 발생하는 혈전은 심한 경우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까지 야기시키기 때문에 경화반의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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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Kore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Key Words: Piezoelectric Cantilever(압전 캔틸레버), Piezoelectric Film(압전 필름), Thermal Drawing(열인장), 
Tissue(생체조직), Local Stiffness(국소 강도) 

초록: 체외 및 체내 삽입형 이미징 기술 등에 의해서는 판별이 어려운 질환의 조기 진단을 위해 인체 
내 삽입이 가능하며 체내 국소부위의 정밀 측정이 가능한 새로운 진단기술이 필요하다. 동맥경화로 발
전할 수 있는 죽상경화반의 경우 이미징 기술로는 판별이 어려우나 건강한 조직 대비 미세한 기계적 물
성치의 차이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어 정밀한 국소 조직의 기계적 강도 측정을 통한 조기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궁극적으로 체내 삽입이 가능하며 국소 조직의 강도 측정이 가능한 압
전 재료 기반 캔틸레버 센서를 제작하고자 하였다. 압전 기능을 갖는 캔틸레버 제작을 위해 BaTiO3 나
노입자 기반의 압전 고분자 복합재 최적화 연구 및 열 인장 공정으로 캔틸레버 끝 단에 마이크로 콘 구
조의 팁을 제작하였다. 이 압전 캔틸레버 센서를 이용하여 기계적 물성치가 다른 생체 조직의 강도 측
정을 통해 센서로서의 기능을 확인하였다. 

Abstract: For diseases that are difficult to detect by conventional imaging techniques, the development of a diagnostic 
method that allows sensors to be inserted into the human body to aid the diagnosis of local spots of the target tissue, is 
highly desirable. In particular, it is extremely difficult to determine whether vulnerable plaque can later develop into 
atherosclerosis using only imaging techniques. However, vulnerable plaques are expected to have slightly different 
mechanical properties than healthy tissue. In this study, we aim to develop a piezoelectric cantilever-type sensor that 
can be inserted into the human body and can detect the local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target tissue. A piezoelectric 
polymer composite based on BaTiO3 nanoparticles was optimized for fabrication of a piezoelectric cantilever. Next, a 
micro-cone tip was fabricated at the end of the piezoelectric cantilever by thermal drawing. Finally, stiffness of 
biological tissue samples was measured with the piezoelectric cantilever sensor for verifying its functi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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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기술 개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동
맥 내 생성되는 경화반의 파열 가능성을 예측하는 
주요 인자는 형성된 섬유성 막의 두께로, 섬유성 
막이 두꺼워 파열 위험성이 적은 안정성 경화반
(stable plaque)과 얇은 섬유성 막두께로 인해 파열 
위험성이 높은 취약성 경화반(vulnerable plaque)으
로 구분되고 있다.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취약
성 경화반을 감별하기 위해서 자기공명영상법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X-ray 기반의 혈
관조영술(angiography), 관상동맥 혈관 내 초음파 
기술(intravascular ultrasound, IVUS)및 광 간섭성 단
층촬영기술(optical coherence tomography, OCT)(2) 등
의 다양한 이미징 기반 기술이 섬유성 막의 두께
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해상
도 및 분해능의 한계로 정밀한 두께 측정이 어려
운 만큼 초기 진단 여부가 쉽지 못하다는 한계점
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취약성 경화반에서 얇아진 

섬유성 막의 두께가 조직의 기계적 강도 감소를 
동반한다는 점(1)에 착안하여 생체 조직의 국소적
인 강도 측정이 가능한 압전 물질 기반의 구조물
을 제작하였다. 압전 물질을 이용한 필름,(3~5) 캔틸
레버,(6~8) 와이어(9) 등 다양한 형태 중 본 연구에서
는 압전 캔틸레버 구조물을 제작하였으며, 단순히 
조직의 두께를 측정하는 이미징 기반 진단 방식에
서 나아가 생체 조직의 물리적 특성 측정을 기반
으로 한 병변의 조기진단을 달성하고자 한다. 
압전성 캔틸레버 구조는 압전 세라믹 물질인 

BaTiO3에 광경화성 고분자인 SU-8과 탄소나노튜
브(CNT)를 혼합 후 제작하여 BaTiO3의 압전성과 
취성(10,11)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또한 캔틸레버 구

조의 끝단에 추가로 마이크로 콘 팁을 제작하여 
캔틸레버와 생체 조직의 접촉 시 접촉 위치를 정
밀하게 제어하고자 하였으며, 압전 캔틸레버로 생
체 조직에 일정한 힘을 가했을 때 조직의 기계적 
강도에 따라 발생하는 압전 캔딜레버의 변형량이 
상이하다는데에 착안하여 이 변형량 차이가 유발
하는 전압차를 측정, 원하는 부위에서 조직의 국
소 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2. 실험 방법 

2.1 압전 필름 제작  
먼저 압전 캔틸레버에 이용될 압전 혼합물의 혼

합 비율을 정하고자 필름 형태의 센서를 제작하였
다. 혼합물의 구성 물질은 총 3가지로 광경화성 
폴리머인 SU-8 2150(Microchem, USA)과 압전 세라
믹 물질인 BaTiO3(Sigma Aldrich, USA), 그리고 카
본 나노 튜브(카본나노텍, 한국)를 이용하였으며 
효과적인 혼합을 위해 고점도용 믹서(ARM-310, 
Thinky, Japan)를 이용하여 2000 rpm에서 3분씩 2회 
섞어주었다. 
균일하게 혼합된 압전 혼합물을 이용하여 Fig. 1

과 같이 압전 필름을 제작하였다. 먼저 125 μm 두
께의 폴리이미드 필름에 플래티넘을 스퍼터 하여 

Table 1 Mixing ratio of piezoelectric mixtures 

Mixture SU-8 (2150) 
[wt%] 

BaTiO3 
[wt%] 

CNT 
[wt%] 

#1 85 15 0 
#2 89 10 1 
#3 84 15 1 
#4 79 20 1 

 

 
Fig. 1 Schematic diagram of fabrication process and bend testing of piezoelectric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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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nm 두께의 하단 전극을 구성한 뒤 압전 혼합물
을 3500 rpm으로 3분 간 스핀코팅 하여 150 μm 두
께의 필름을 제작하였다. 그 후 65°c에서 5분, 95°c
에서 20분 간 soft bake를 진행한 뒤 UV-pen (DR’s 
Light AT, Good Doctors)을 이용하여 5분 간 필름을 
경화시켜주었다. 그리고 다시 그 위에 50 nm의 플
래티넘을 스퍼터하여 상단 전극을 구성한 뒤 실버 
페이스트를 이용하여 와이어를 각각의 전극에 부착
하였다. 그 후 제작한 필름에 0.5Hz로 반복하중을 
가해 굽힘과 핌을 반복하며 멀티미터(DMM 2000, 
Keithley)로 발생하는 전압 변화를 측정하였다. 이 
때 제작한 혼합물의 구성 비율은 Table 1과 같다. 

 
2.2 압전 캔틸레버 제작  
국소 부위의 강도 측정을 위해 캔틸레버 형태의 

압전 필름을 구성하고 그 끝단에 마이크로 프로브
를 제작하여 해당 프로브에 가해지는 힘에 의해 
캔틸레버가 휘어지며 전압 차이가 발생하는 방식
의 센서를 고안하였다.  

2.1절에서 정해진 혼합 비율을 이용하여 Fig. 2
와 같이 압전 캔틸레버를 제작하였다. 먼저 두께 
125 μm의 폴리이미드 필름을 10 mm×10 mm의 주 
기판에 너비 1 mm, 길이 10 mm의 팔이 달린 캔틸
레버 형태로 가공하였다. 그리고 해당 기판에 두
께 50 nm의 플래티넘을 스퍼터 하여 하단 전극을 
구성 후 압전 혼합물을 3분 간 3500 rpm으로 스핀
코팅 하여 두께 150 μm의 필름을 구성하였다. 그 
후 65°c에서 5분, 95°c에서 20분 간 soft-baking을 
거친 뒤 UV-pen을 이용하여 5분 간 경화시켜주었
으며, 상단 전극 구성을 위해 그 위에 스퍼터 방
식으로 50 nm 두께의 플래티넘을 증착시켜 주었다.  

2.3 마이크로 콘 팁 제작  
제작된 캔틸레버의 끝 단에 국소 부위의 강도 

측정을 위한 마이크로 콘 팁을 Fig. 3과 같은 방식
의 열인장 공정(12,13)을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먼저 
75°c로 가열된 금속 필러를 SU-8 필름에 접촉시
키면 접촉 부위에서 가열된 SU-8이 필러로 점착
되며 SU-8 액적이 형성된다. 그 후 필러의 온도를 
동일하게 유지시킨 상태에서 X-Y축 마이 크로 스
테이지를 이용하여 금속 필러를 캔틸레버 끝 단의 
상단에 위치시킨다. Z-축 자동 스테이지를 이용하
여 SU-8 액적을 캔틸레버에 접촉 시킨 후 360 μ
m/s의 속도로 필러를 들어올리며 마이크로 콘 팁
을 제작하였다. 제작된 마이크로 콘 팁은 UV-pen
을 이용하여 5분 간 경화시켜 주었다. 2.2~2.3의 
과정을 거쳐 제작된 마이크로 콘 팁을 가진 압전 
캔틸레버를 이용하여 앞선 실험과 동일하게 0.5Hz
로 반복하중을 가해 굽힘과 핌을 반복하며 전압 
변화를 측정하였다. 

3. 실험 결과 

3.1 압전 필름 bending 실험 
각기 다른 비율의 혼합물을 이용하여 제작된 압

 
Fig. 2 Schematic diagram of fabrication process of piezoelectric cantilever sensor with micro-cone tip 

 
Fig. 3 Thermal drawing of micro-cone tip on cantil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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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필름에 일정한 하중을 가해주며 변화하는 전압
을 측정하여 압전 특성을 비교하였다. 제작된 필
름의 모습은 Fig. 4와 같으며 하중은 필름의 끝단
이 수직으로 5 mm 변형될 때를 기준으로 설정하
였다. Bending 실험은 각각의 혼합 비율로 제작 된 
필름에 0.5Hz로 하중을 반복적으로 가하면서 발생
하는 전압 변화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
며 측정된 값은 Fig. 5와 같다. 압전 물질인 
BaTiO3의 비율이 10 (#2), 15 (#3), 20 (#4) wt%로 높
아질수록 전압 변화도 점차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같은 비율에서는 카본 나노튜브
(CNT)가 없는 경우 (#1)보다 있는 경우 (#3) 더 전
압 변화가 큼을 알 수 있었다.  

Bending 실험의 전압 변화 비교를 통해 압전 캔
틸레버 제작에 사용할 혼합비를 결정하였다. 이 
때 가장 높은 전압 변화를 보인 혼합비는 [SU-
8/BaTiO3/CNT] [79:20:1]의 경우였지만 압전 물질의 
비율이 20 %를 넘어가는 경우 혼합물이 slurry 해
지면서 필름의 균일성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여 최

종 혼합비는 [SU-8/BaTiO3/CNT] [84:15:1]로 결정하
였다. 

 
3.2 압전 캔틸레버 속도 별 bending 실험 
3.1절의 실험을 통해 정해진 혼합  비를 이용하

여 제작된 압전 캔틸레버의 끝단에 열인장 공정을 
이용하여 높이 2 mm의 마이크로 콘 팁을 제작하
였으며(Fig. 6 a~c), 마이크로 콘 팁을 포함한 전체 
캔틸레버의 모습은 Fig. 6(d)와 같다.  
제작된 압전 캔틸레버를 10-20, 30-40, 50-60초 구

간에서 10초간 5회 bending과 flattening을 반복하
며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 때 캔틸레버 끝 단에 
제작된 마이크로 콘 팁을 절연체에 접촉시킨 상태
에서 수직 방향으로 450 μm의 변위를 주며 바뀌
는 전압을 측정하였다(Fig. 7). 국소 부위의 강도 
측정 용도로써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각기 다
른 속도(720 μm/s, 900 μm/s)로 프로브에 힘을 가해

 
Fig. 4 Image of fabricated piezoelectric film 

 

 
Fig. 5 Voltage generated from bending of each 

piezoelectric film fabricated with a mixing ratio 
of SU-8/BaTiO3/CNT 

 
Fig. 6 Image of (a~c) microcone tip fabrication process 

and (d) fabricated piezoelectric cantilever 

 

 
Fig. 7 Image of bending experiment with fabricated 

cantil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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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며 캔틸레버의 변형을 유도하였고 그 측정값은 
Fig. 8과 같다. 두 경우 모두 캔틸레버에 힘을 가
해주는 구간에서 더 큰 전압 변화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속도가 더 빠른 경우(900 
μm/s) 전압영역(area of voltage)이 같은 상황에서 
bending process time이 감소하므로(14~15) 결과적으로 
전압 변화가 압축되어 그 최고점이 더 커지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3.3 압전 캔틸레버 생체 조직 별 bending 실험 
제작된 압전 캔틸레버가 생체 조직 간의 차이를 

판별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돼지의 
지방, 살, 뼈 부분을 이용하여 bending 실험을 진 
행하였다. 이 때 변위는 360 μm, bending 속도는 
900 μm/s로 통일하였으며 각 조직 별 bending 시 
측정된 값들의 평균은 Fig. 9와 같다. 각 조직 간
의 강도 차이에 따라 캔틸레버의 bending 정도가 
달라지며 그 전압 변화 또한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지방, 살, 뼈 순으로 강도가 높아질수록 

그 bending 정도가 커져서 전압 변화 또한 커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압전 캔틸레버는 혈관을 통
해 삽입 할 수 있는 카데터(catheter)를 통해 동맥
경화와 같은 질환 부위에 위치 시킬 수 있으며 혈
관 직경방향으로의 캔틸레버 변형을 통한 질환 의
심 부위의 조직과 접촉한 후 다시 발생한 전기적 
시그널을 카데터를 통해 환자의 체외에서 수집 및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국소 부위의 강도 측정을 하기 
위해 압전 물질을 이용한 캔틸레버 타입의 센서를 
고안하여 그 효용성을 평가하였다. 먼저 압전 물
질과 고분자 물질의 혼합비를 정하기 위해 다양
한 비율의 압전 필름을 제작하여 bending 실험을 
통해 그 각각의 압전성을 비교하였고, 필름의 균
일성과 압전성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하여 압전 캔
틸레버를 위한 혼합 비율은 [SU-8/BaTiO3/CNT] 
[84:15:1]로 결정하였다.  
결정된 혼합비를 이용하여 압전 캔틸레버를 제

작하였고, 이 때 국소 부위에 접촉시키기 위한 용
도로 캔틸레버의 끝단에 마이크로 콘 팁을 열인장 
공정을 통해 제작하였다. 이 후 국소 부위의 강도 
측정 용도로써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각기 다
른 속도로 충격을 주었을 때 변하는 전압을 측정
하였으며, 더 빠른 속도의 변형이 이루어질 때 더 
큰 전압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그 
효용성을 입증할 수 있었다. 
이후 압전 캔틸레버의 생체 조직 강도 측정에의 

응용 가능성을 확인해 보기 위해 돼지의 각 조직
을 이용하여 bending 실험을 진행하였고, 높은 강
도의 조직에 의한 bending 시 더 높은 정도의 전
압 변화를 보임을 확인함으로써 그 가능성을 입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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