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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플렉서블(Flexible) 디스플레이가 개발 

됨에 따라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 적용할 수 

있는 터치입력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저항막(Resistive) 방식, 정전용량(Capacitive)방식 

등 기존의 터치입력장치는 구조적, 재료적 

한계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 사용이 어렵다. 

또한 스마트폰 등의 사용자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UI) 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면서 터치 

위치 성분뿐만 아니라 힘 성분도 측정할 수 

있는 터치입력장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여러 연구자들이 위치와 힘을 모두 

측정할 수 있는 유연한 터치센서 및 터치입력 

장치를 개발해 왔다 [1, 2]. 하지만 이들 

터치센서는 공정이 복잡하고 수율이 낮아 

대량생산에 적합하지 않거나 센서의 감도가 

양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산 공정이 

간단하면서 위치와 힘을 모두 측정할 수 있는 

고감도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용 터치센서를 

개발하고 터치센서의 하중반응성능과 위치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2. 설계 및 제작 
 

힘과 위치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정전 

용량 방식의 터치센서를 Fig. 1 과 같이 설계 

하였다. 터치센서는 유연한 폴리이미드 필름 

기반의 FPCB(flexible printed circuit board) 위에 

전극이 패터닝 된 상·하판 전극층, 접착력이 

우수한 젤형태(Gel type)의 고분자 유전체, 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로 이뤄진 고분자기반 

기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설계된 힘센서는 

유전체의 비유전율과 전극의 면적이 동일할 때 

 

Fig. 1 Schematic design of the force sensitive touch 

sensor array for flexible display. 

 

상·하판 전극 사이의 간격에 따라 센서의 

정전용량이 반비례하는 원리를 이용하였다. 

디스플레이 상부에 하중이 인가되면 하중에 

의해 디스플레이와 상판 전극층의 처짐이 생겨 

상·하판 전극 사이의 간격이 가까워 지는데, 

이때 하중에 대한 센서의 감도는 상판 

전극층과 유전체의 강성에 영향을 받는다. 

유전체의 강성을 줄이기 위해 젤형태의 

소프트한 고분자 물질을 유전체로 사용하였다. 

사용된 유전체는 접착력 또한 매우 우수하여 

추가적인 접착공정 없이 전극층과 접착이 되기 

때문에 공정이 매우 간단하다. 또한 Fig. 2. 와 

같이 상·하판 전극층과 유전체에 직경 4 mm 의 

구멍을 가공하여 하중에 대한 산판 전극층의 

처짐을 최대로 하였다. 

 

 

Fig. 2 Cross-sectional view of a touch sensor with 

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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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alibration set-up for static force response test. 

 

3. 평가 및 결과 
 

터치센서의 특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Fig. 3 과 같은 정적 하중 평가장치를 

이용하였다. 평가장치는 정밀 로드셀과 z 축 

linear actuator 를 이용하였다. 구멍 유무에 따른 

감도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구멍을 뚫지 않은 

센서와 직경 4 mm 구멍을 가공한 센서에서 

하중 실험을 수행하였다. 센서를 스테이지에 

올린 후 직경 3 mm 의 프로브를 이용해서 

수직방향으로 0.05 mm/min 의 속도로 0 에서 2 

N 까지 z-축 스테이지를 이동시키며 프로브의 

이동거리와 로드셀에 측정되는 하중 값을 

측정하였다. 각 센서마다 임의의 세 지점에서 

3 회 동일한 조건으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4 mm 

홀을 뚫은 센서의 포인트 1 에서 세 번 

반복실험 한 결과와 두 센서의 실험결과를 Fig. 

4 에 나타내었다. 실험결과 4 mm 홀을 뚫은 

센서의 최대 hysteresis error 는 5.51%, 최대 

repeatability error 는 1.102 % 로 나타났으며, 

홀을 뚫지 않은 센서의 최대 hysteresis error 는 

1.33%, 최대 repeatability error 는 0.96 % 로 

나타났다.  

4. 결론 
 

필름타입의 힘센서를 이용하여 토크센서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센서는 제작이 용이하여 

제작단가가 낮을 뿐만 아니라 대량생산이 

가능하다. 또한 센서의 신호변화가 커 S/B 비가 

높으며 별도의 증폭장치가 필요 없다. 개발된 

토크센서의 hysteresis error 와 uniformity error 

는 각각 약 1.1%와 3.0%로 비교적 양호한 

특성을 보였다. 반면 비선형성은 크게 측정 

되었는데 이는 센서의 반복성(0.6%)이 매우 

좋기 때문에 커브피팅을 통하여 센서의 보정 

(calibration)을 수행하면 선형성을 상당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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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tatic force response test results according to 

test cycles of touch sensor 1, 2, and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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