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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lexible tactile sensors can provide valuable feedback to intelligent robots regarding the environment around them. This is 

especially important when robots such as, service robots share a workspace with humans. This paper presents a contact force 

measurement algorithm of a flexible tactile sensor. This sensor is manufactured by a direct-writing technique, which is one 3D 

printing method, using multi-walled carbon nano-tubes. An analog signal processing circuit has been designed and implemented to 

reduce noise contained in the sensor output. In addition, a digital version of the Butterworth filter was implemented by software 

running on a microcontroller. Through various experiments, characteristics of the sensor system have been identified. Based on three 

traits, an algorithm to detect the contact and measure the contact force has been developed. The entire system showed a promising 

prospect to detect the contact over a large and curved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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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오늘날 산업 현장을 자동화하기 위하여 로봇의 지능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로봇이 

단순 반복적인 작업에서 벗어나 의료용, 교육용, 서비스용 로

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런 로봇들을 

지능형 로봇이라 분류하는데, 지능형 로봇의 중요한 조건은 

인간 또는 다른 로봇들과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

를 위해서 로봇이 주변 환경을 인식할 수 있는 센싱 기술이 

필요하며 많은 지능형 로봇용 센서가 인간의 감각기관을 모

방하여 개발되었다[1-3]. 

비전센서가 지능형 로봇에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로봇이

다른 물체와 충돌하는 것을 감지하고 깨지거나 찌그러지기 

쉬운 물체를 잡는 힘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촉각센서가 필요

하다. 따라서 로봇용 촉각센서는 주로 압점, 즉 접촉력

(contact force)이나 미끄러짐(slip) 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개발

되고 있다. 이때 사용되는 접촉 인식 방법으로는 압력에 의

해 전기적 특성이 변하는 압저항 방식과 정전용량 방식이 주

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피부와 같은 고분해능을 갖추기 

위해 MEMS (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s) 기술을 이용하

여 촉각센서가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 재료를 이용한 

촉각센서는 유연성이 적고, 쉽게 파손될 수 있어서 다양한 

곡면에 사용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4-8].  

본 논문은 3D 프린팅 공정을 이용한 유연 촉각센서의 접

촉력 측정 알고리즘을 다루고 있다. 먼저, 본 논문에서는 유

연 소재로 제작된 촉각센서의 출력 신호를 분석하고 성능 향

상을 위하여 신호처리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그리고, 설계된 

필터 시스템을 유연 촉각센서에 적용하여 시스템의 작동을 

확인하였으며, 센서의 신호 특성에 따른 접촉력 측정 알고리

즘을 개발하였다. 

본 논문은 총 V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II 장에서는 3D 프

린팅 방법의 하나인 direct-writing 방법을 이용한 유연 촉각센

서의 제작과정에 대해서 서술하였으며, III 장에서는 유연 촉

각센서를 위한 신호처리 시스템을 구성하고, 센서의 특성과 

접촉력 측정 알고리즘을 설명하였다. IV 장에서는 실험을 통

해 유연 촉각센서의 특성을 기반으로 설계된 접촉력 측정 알

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였으며, 마지막 V 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기술하였다. 

 

II. 3D 프린팅 방법을 이용한 유연 촉각센서 제작 

본 논문에서 사용된 촉각센서는 3D 프린팅 방법으로 제작

된 유연 촉각센서로, 탄성 소재를 사용하여 유연성과 신축성

을 갖추고 있으며 가공성이 뛰어난 특성을 가진다. 유연 촉

각센서를 구성하는 소재는 감지부 역할의 전도성 소재인 

MWCNTs (Multi-Walled Carbon Nano-Tubes) 혼합물과 외부 간

섭 차단 역할의 탄성 소재로 나눌 수 있다.  

센서의 감지부 소재인 MWCNTs는 자체적으로 전도성을 

가지고 있으나, 서로 엉겨 붙어 원래의 형태로 복원되지 않

고 굳어버리는 문제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SDS 

(Sodium Dodecyl Sulfate)를 첨가시켜 MWCNTs 혼합물을 만들

게 되는데, 그림 1과 같이 MWCNTs의 표면에 SDS가 결합되

면서 서로 엉겨 붙지 않고, 반고체 상태로 유지시켜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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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또한 센서의 유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연소재인 

Tangoplus를 MWCNTs 혼합물에 첨가하여 전도성 소재의 유

연성과 신축성을 확보하였다. 

MWCNTs 혼합물과 같은 압력감응 전도성 소재는 주로 유

연성을 가지는 소재에 전도성 입자를 섞어 제조한다. 이렇게 

서로 다른 물질을 섞는 경우, 혼합물 내에서 덩어리지거나 

공동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만약 혼합물의 점도

가 낮다면 초음파만으로도 해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MWCNTs 혼합물은 셋 이상의 물질을 섞어 제조한 것으로, 

점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초음파만으로는 덩어리나 공동을 

풀어주기가 힘들다. 따라서 초음파와 함께 마그네틱 교반기

를 같이 사용해 점성이 높은 유기용매인 DMF (Dimethylform-

amide)를 내에서 MWCNTs가 뭉치지 않고 골고루 퍼지게 하

여 덩어리와 공동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림 2는 유연 촉각센서의 제작 공정을 나타낸다. 유연 촉

각센서는 탄성 소재를 UV(Ultra Violet) 램프로 경화시켜 기반

을 만들고, 그 위에 direct-writing 방법으로 전도성 소재를 분

사하는 다음과 같은 5가지 단계로 제작된다.  

① 탄성 소재로 하층 기반을 깔고, UV 램프로 경화 

② direct-writing 방법으로 전도성 소재를 x축 방향으로 분사 

③ 탄성 소재로 위를 덮고 UV 램프로 경화시켜 절연층 형성 

④ direct-writing 방법로 전도성 소재를 y축 방향으로 분사 

⑤ 센서 상층에 탄성 소재를 깔고 UV 램프로 경화 

위 과정으로 제작된 촉각센서는 그림 3과 같다. 촉각센서

는 다양한 사이즈로 제작이 가능하고, 충분한 유연성으로 다

양한 형태의 면에도 부착이 가능하다[9,10]. 

본 논문에서 제작된 유연 촉각센서는 외부 힘(F)을 측정하

는 압저항형 센서로,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면 측정부에 변형

이 발생하면서 측정부의 저항값이 변하게 된다. 그림 4는 촉

각센서에 외부 힘이 가해졌을 때 발생되는 센서의 내부 변화

를 보여주는 것으로, (a)는 센서에 자극이 없는 정상상태, (b)

는 센서에 외부 힘이 가해져 변형이 일어났을 때의 상태, (c)

는 촉각센서 내부저항을 모델링한 것이다. MWCNTs 혼합물

로 제작된 촉각센서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현상은 터널링효

과(Tunneling)에 의한 것으로 터널링효과는 양자역학에서 원

자핵 주위의 전자가 낮은 에너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포텐셜 장벽을 넘어 원자 밖으로 튀어나가는 현상을 의미한

다. 센서의 측정부인 MWCNTs 혼합물은 포텐셜 장벽과 같은 

MWCNTs 사이에 무수한 공간들이 존재한다. 힘이 가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공간들을 통한 전하의 전달이 일어나지 

않지만, 외부에서 힘이나 압력이 가해지면 공간 간격이 줄어

들면서 그림 4(c)와 같이 전하 전달이 활성화된다[11]. 즉, 압

저항형 MWCNTs 기반 촉각센서는 터널링효과로 내부 저항

이 감소하고, 이를 측정하여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의 유무 

및 상태를 감지한다. 

그림 2. 유연 촉각센서 제조 공정. 

Fig.  2. Flexible tactile sensor manufacturing process. 

 

그림 3. MWCNTs 기반 유연 촉각센서. 

Fig.  3. MWCNTs based flexible tactile sensor. 

 

 

그림 4. 유연 촉각센서의 터널링 효과 : (a) 안정된 상태의 촉

각센서, (b) 외부 힘이 인가되었을 상태의 촉각센서, 

(c) 저항 회로의 모델링. 

Fig.  4. Tunneling effect in the flexible tactile sensor : (a) Tactile 

sensor at stable state, (b) Tactile sensor subject to external 

force, (c) Modeling of the resistance [12]. 

 

그림 1. MWCNTs 솔벤트 교반 과정. 

Fig.  1. MWCNTs solvent stirring process. 

Kyeong-Hwa Jeong, Ju-Kyoung Lee, Suk Lee, and Kyung-Chang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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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유연 촉각센서의 접촉력 측정 알고리즘 

1. 유연 촉각센서의 아날로그/디지털 신호처리 

그림 5는 유연 촉각센서를 위한 아날로그 신호처리회로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아날로그 신호처리회로는 IV 변환기(IV 

converter), 1차 증폭기(1st amplifier), 2단계의 2차 저주파통과필

터(2nd low-pass filter), 2차 증폭기(2nd amplifier)로 구성되어 있다

[13]. 먼저, IV 변환기는 촉각센서의 출력인 전류를 전압으로 

변환하는 회로로서, 촉각센서의 저항값과 비슷한 가변저항과 

op-amp로 구성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 제작된 유연 촉각센서

의 경우 약 0.8MΩ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임

피던스 매칭을 위하여 센서의 저항과 가까운 가변저항을 선

택하고, 여러 단계의 증폭과 필터회로를 거치게 되면 안정적

인 센서 신호값을 얻을 수 있다. 

증폭과 필터회로의 경우 1차 증폭 후 노이즈 감쇠, 그리고 

2차 증폭으로 구성되어 있다. 1차 증폭에는 IV 변환기의 출력 

신호를 증폭시키기 위하여 6배의 증폭기가 사용되었다. 2차 

증폭에는 1차 증폭 후에 필터링된 센서 신호를 제어기가 인

식 가능한 범위(0V~3.3V)에 들어오도록 11배의 증폭기가 사

용되었다.  

필터 회로는 2차 저역통과필터를 연속으로 배치하였다. 이

러한 방식은 4차 저역통과필터를 설계하는 것보다 복잡하지

만, 억제하고자 하는 노이즈의 주파수 성분을 두 번 연속으

로 처리함으로써 센서 신호의 안정성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필터의 차단 주파수는 입력신호의 최대주파수 

2배 이상, ADC 변환 주파수의 1/2 이하에서 결정된다. 본 논

문에서는 제작된 유연 촉각센서의 신호 측정 실험 결과를 분

석하여 위의 조건에 부합되도록 2차 저역통과필터의 차단주

파수를 100KHz로 설계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날로그 신호처리 이후에 마이크로컨트롤러

의 ADC (Analog to Digital Converter)를 이용하여 유연 촉각센

서의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하였다. 그러나, 아날로그 필터링 

회로를 이용하여 대부분의 노이즈를 억제하였지만, 디지털화

된 센서 신호에 일부의 노이즈가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에 따라, 남아있는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하여 

Butterworth 필터를 디지털 필터 구현 방식 중 하나인 IIR 방

식으로 Pass Band Corner Frequency 100kHz, Stop Band Corner 

Frequency 200kHz, Stop Band Ripple 30dB의 설계 조건을 가지

도록 구현하였다. Butterworth 필터는 주파수 통과 대역이 평

탄하고, 통과할 때에 생기는 리플이 다른 필터에 비해 적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제작된 유연 촉각센서의 디지털 필터로 

적당하다[14]. 

그림 6은 촉각센서에 힘을 연속적으로 가했을 때 본 논문

에서 설계한 아날로그/디지털 신호처리회로의 출력을 나타내

고 있다. 그림 6(a)은 Butterworth 필터의 출력 신호를 ADC 

변환값으로 표시한 것이고, 그림 6(b)는 (a)의 미분 변화량을 

보여준다. 이러한 실험을 통해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첫 번째 특성은 힘이 가해진 직후 센서 반응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림 6에서 힘이 가해진 순간은 ①, ④, ⑥인

데 ④와 ⑥직후의 반응은 서로 비슷하지만 ①직후의 반응이 

나머지와 다르다. 실험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외부의 힘이 

오랫동안 가해지지 않다가 힘이 가해지면 ①~②구간과 같이 

출력이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특성이 있다. 2~3시간 가량 힘

을 가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특성을 보이며, 이를 Free 상태

라 지칭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④와 ⑥직후의 반응을 보

이는 상태를 Active 상태라고 지칭하였다. 

두 번째 특성은 센서에서 힘이 제거되는 순간 출력이 급격

히 감소하는 것이다. 그림 6의 ③, ⑤, ⑦은 힘이 완전히 제

거되는 순간인데 센서의 상태와 관계없이 모두 출력이 급감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특성은 Active 상태에서 센서에 힘이 

가해지지 않아도 출력이 서서히 증가하는 것이다. 그림 6의 

③~④, ⑤~⑥, ⑦이후의 구간은 힘이 가해지지 않은 구간을 

나타내는 데, 더 이상의 접촉이 없다면 천천히 출력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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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촉각센서를 위한 아날로그 신호처리 회로. 

Fig.  5. Analog signal processing circuit for tactile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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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Flexible tactile sensor sign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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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첫 번째 특성인 Free 상태로 복원하려

는 성질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분석된 실험 결과로 접촉을 측정하는 알고리즘을 구성할 

수 있는데 일단 출력이 급격히 감소하면 힘이 제거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힘이 가해진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센서

의 출력이 증가하는 것을 이용할 수 있지만 Active 상태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았을 때에도 출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신호 

측정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힘이 가해진 구간에서 출력이 

증가하는 기울기가 힘이 가해지지 않았을 때 증가하는 기울

기보다 크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림 6(b)의 스텝 당 변화량을 

비교하면 힘이 가해지는 순간을 측정할 수 있다. 하지만 Free 

상태에서 힘이 가해질 때에는 접촉 초반에 출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접촉을 측정하는 것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즉, 그림 

6의 ①에서 접촉이 실제적으로 일어났지만 이를 ②에서 측

정하게 된다. 

2. 유연 촉각센서의 접촉력 측정 알고리즘 

그림 7은 접촉을 인식하기 위한 순차도로 센서 출력 신호

를 Raw data, 연속된 두 값의 차이를 Diff로 정의한다. 먼저 

접촉력이 발생하는 지에 대해 구분하는 과정을 거친다. 첫 

단계에서는 센서의 상태를 판단하기 위하여 기준 값 Free 

state data_H와 Raw data를 비교한다. 접촉력이 있는 경우 Raw 

data가 두가지 상태로 나뉘게 된다. Raw data가 크다면 센서는 

Free 상태이며, 작다면 Active 상태라고 인식한다. 만약 센서

가 Free 상태라면 Free 상태라는 것을 알리는 Free state라는 

플래그가 활성화 된다. 여기서 Free state인지 확인하는 이유

는 처음으로 힘이 주어질 때와 그 후에 힘이 주어진 경우에 

나오는 출력신호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접촉력이 없는 경

우는 Raw data가 Free state data_H보다 작다. 그리고 변화가 생

기지 않으므로 Diff가 AT_Diff보다 작아진다. 새로운 신호값

을 읽어오는 과정으로 돌아가게 된다.  

다음 단계에서는 외부 힘에 의한 센서의 반응을 판단하

기 위한 센서 출력신호의 변화량을 비교한다. 각 상태에 따

라 크기의 차이가 있지만, 기준 변화량인 FT Diff와 AT Diff

보다 Diff가 크다면, 현재 센서에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Touch 플래그가 활성화 되면서 촉각센서 

신호 데이터를 입력 받는다. 센서 데이터 입력 중 Raw data

가 Free state data_L 또는 Active state data_L보다 작아지면, 힘

이 제거되었다고 판단하고 Touch 플래그가 비활성화 되고 

신호처리를 중지한다. Active 상태일 때 Touch 플래그 활성

화되기 전에 Raw data가 Active state data_L보다 큰가를 추가

로 비교한다. 그 이유는 접촉이 종료되었을 때 미분 변화량

이 음으로 변하였다가 0으로 돌아오는 부분에서 변화량이 

AT_Diff를 순간적으로 넘게 되어 접촉으로 인식하는 오류

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외부 힘에 대한 출력신호 인식을 하는 기준은 미분 변화량

인 FT_Diff, AT_Diff 이지만, 접촉의 종료를 검출하는 기준에는 

Free state data_L와 Active state data_L를 최저 기준 값으로 사용

한다. 이 기준 값을 사용하는 이유는 접촉이 종료되면 데이

터의 미분 변화량이 일정하지 않고 계속 바뀌기 때문이다.  

 

표   1. 접촉력 측정 임계값. 

Table 1. Contact force measurement thresholds. 

Free state Active state 

FT_Diff 170 AT_Diff 150 

Free state data_H 7000 Active state data_L 3000 

Free state data_L 2000  

Raw data : IIR filtering data

Diff : 1st differential value of  Raw data

FT_Diff : contact recognition threshold (Free)

AT_Diff : contact recognition threshold (Active)

Free state data_H : Free state standard threshold

Free state data_L : contactless recognition threshold

Active state data_L : contactless recognition thres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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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유연 촉각센서의 접촉력 측정 알고리즘. 

Fig.  7. Contact force measurement algorithm of flexible tactile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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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을 통하여 선정된 그림 7의 기준 값은 표 1과 같으며, 

이 기준 값은 센서의 모양이나 측정부의 형태 등에 따라 변

화된다. 

 

IV. 유연 촉각센서의 접촉력 측정 성능 평가 

본 논문에서 설계된 다중 아날로그 신호처리가 가능한 유

연 촉각센서 신호처리보드(그림 8)와 유연 촉각센서의 접촉

력 측정 성능 평가를 위해 측정 시스템을 그림 9와 같이 구

성하였다[15]. 측정 시스템 구성은 촉각센서로부터 신호를 입

력받는 입력부, 아날로그 신호처리 모듈 및 디지털 신호처리

를 위한 신호처리용 제어기, 센서의 신호 모니터링 시스템, 

센서의 외부 힘에 대한 성능 검증을 위한 힘게이지로 구성하

였다.  

촉각센서 접촉력 측정 알고리즘으로 출력되는 신호를 평

가하기 위해서 유연 촉각센서 측정 시스템에 속해있는 힘게

이지를 사용하여 외부 힘의 크기를 측정하였고 실험 결과가 

그림 10에 나타나있다. 먼저, 힘게이지와 센서 출력신호의 최

대값을 비교하여 N값으로 캘리브레이션된 센서 출력신호를 

Raw data라고 정의하였으며, Raw data에 접촉력 측정 알고리

즘을 적용시킨 것을 Touch data로 정의하였다. Touch data는 그

림 7에서 Touch 플래그가 활성화된 구간의 센서출력을 사용

했고 Touch 플래그가 활성화되지 않은 구간은 0으로 처리했

다. 그림 10(a)를 보면 첫 번째 접촉, 즉 Free state일 때 Touch 

data와 Raw data가 일치하지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Active state의 출력과 힘게이지 출력을 이용하여 보정한 방식

을 사용하면 Free state 센서 출력이 가해진 힘의 크기와 일치

하지 않는 걸을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였고, 이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Free state 출력에 약 4N의 bias를 적용한 결과이다. 그

림 10(b)에는 Touch data와 힘게이지 출력을 비교하였다. Free 

state인 첫 접촉을 보면 접촉이 일어나는 것을 감지하는 시간

이 다른 것보다 긴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측정한 힘의 크기

를 보면 최대 2N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3D 프린팅 방법인 direct-writing 방법으로 

유연성과 신축성을 가지는 압저항형 유연 촉각센서의 접촉

력 측정 방안을 제안하고 검증하였다. 센서의 신호처리를 위

한 아날로그 신호처리 회로를 구성하였으며, 실험을 통하여 

센서의 특성을 분석하여 유연 촉각센서 접촉력 측정 알고리

즘을 설계하였다. 안정적인 센서 신호를 위하여 증폭과 필터 

회로를 사용함으로써 센서에서 발생하는 노이즈를 효과적으

로 줄일 수 있었으며, 아날로그 신호처리 이후 디지털 필터

를 구성하여 유연 촉각센서에 적합한 신호처리 시스템을 구

성하였다. 

접촉을 감지하고 접촉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실험을 통하

여 파악된 다음의 세가지 특성을 이용하였다.  

• 센서에 힘이 가해졌을 때 얻어지는 반응을 두 가지로 구분

할 수 있는데 비접촉 상태의 센서 출력이 어느 한도보다 

높은 Free state와 그렇지 않은 Active state에 따라 반응이 다

르다. Free state는 장시간 동안 센서에 힘이 가해지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 때 힘이 가해지면 출력이 감소하다

가 증가한다.  

• 센서에 작용한 힘이 제거 되는 순간에 센서 출력이 급격하

기 감소한다.  

• Active state에서 아무런 힘이 가해지지 않아도 센서 출력이 

서서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Free state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된다. 

이 특성들을 이용하여 접촉을 감지하고 접촉력을 측정하

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고, 14~16N이 가해졌을 때 관찰된 최

 

 

그림 8. 아날로그 신호처리 모듈. 

Fig.  8. Analog signal processing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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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Flexible tactile sensor measurement system configu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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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Results of contact force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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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오차는 약 2N이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정확한 접촉

력 측정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으며 접촉을 감지하

고 대략적인 접촉력을 제공하는 센서로 사용될 수 있다고 판

단된다. 

향후 온도와 습도변화에 대한 특성 실험 및 센서의 내구성

에 대한 실험이 필요하며, 동시에 여러 지점에서 접촉이 일

어났을 때 이를 감지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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