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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1 Compressive stress experiment using INSTRONⓇ-8801.

1. 서론

인간의 오감을 기계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연

구가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다. 그 결과 인간의 감각 

기관을 모사한 다양한 센서들이 개발되어 의학 

및 제조 산업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시각과 

후각 분야는 상당한 발전을 보여 왔다. 하지만 촉각 

센서의 경우 압전 현상과 정전용량을 이용한 센서

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으나 외부 자극

에 대한 감지 특성을 구현하기 어려워 기초단계에 

머물러있다.  특히, 촉각 센서는 내부 관절의 움직임

에 따라 자유롭게 변형이 가능해야 한다1.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분자 수지를 이용하는 신축성 

센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로 고분자 수지의 배합

비에 따른 물성 변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실험 환경

본 연구에서는 촉각센서 재료로서 PDMS 수지

를 적용하였다. 이는, 내구성이 강하며 계면활성에

너지가 낮아 성형가공성이 우수하며 곡면 형태의 

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신축성재료를 촉각센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재료의 기계적 특성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다. 특히 

가해지는 하중에 의한 재료 변형량은 신축성 재료

에 의한 센서 설계의 기초가 된다. 한편 PDMS는 

주제와 경화제의 배합비율에 따라서 기계적 성질

이 변화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제와 경화제의 

배합 비율에 따른 압축강도를 실험적으로 측정하

였다.
실험에 사용된 PDMS는 Dow Corning사의 

Sylgard 184 Silicone Elastomer 184-A(주제)와 

184-B(경화제)로써, 이는 광학적으로 300nm까지 

투명하며 내구성이 강하고 자연경화가 가능하나 

열에 의해서 경화시간이 단축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압축강도 시편은 관련표준 ASTM D 6952에 따라 

원기둥으로 제작 하였으며, 지름 d, 길이 l, 단면적

을 A라고 했을 때, 굽힘 또는 좌굴 등을 고려하여 

d/l=1의 시편3을 사용하였다. 시편은 지름 3cm, 높
이 3cm의 원기둥 모양이며 시험의 신뢰성을 높이

기 위해 각각 5개씩 제작하여 시험 하였다. 
시편은 쾌속조형장비(EDEN-250)으로 만들어

진 주형에 주제와 경화제의 무게 비율을 달리한 

네 가지의 PDMS를 부어 탈포 과정을 거치고 100℃
에서 45분간 가열 경화하여 제작하였다.

시험은 INSTRONⓇ-8801을 이용하여 수행 하였

다. 이때 상축은 고정 상태로, 그리고 하축은 

10mm/min의 속도로 상승시키면서 수행하였다.
Fig. 1 (a)는 시편을 올려놓은 상태이며, Fig. 1 

(b)는 압축 하중을 받은 시편의 형상이 변화한 과정

이고 Fig. 1 (c)는 항복이 일어난 시편의 모습이다.

   3.경화제에 따른 물성의 차이

Fig. 2는 각 시편을 이용하여 측정된 압축응력-변
형률 선도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경화제의 

비율이 작아질수록 압축응력이 증가함에 따른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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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 Forms of  destructed samples.

Fig. 2 Compressive stress-strain curves for PDMS.

형 량이 더 커진다. 또한 배합비율에 따라서 탄성계

수가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이는 PDMS를 이용한 

신축성 센서 개발에 있어서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Fig. 3 은 항복이 발생한 시편의 모습이다. 시편을 

관찰해 보면 배합비 10:1~10:0.6 에서는 전단력에 

의한 항복이 일어났으며(Fig. 3(a)) 배합 비 10:0.4 
에서는 원주방향의 인장력에 의한 파단이 일어났

음(Fig. 3(b))을 관찰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배합비

10:1~10:0.6에서는 취성 재료의 특성을 가지며 배

합비 10:0.4에서 연성재료의 특성을 가짐을 알 수 

있다3.
한편, 10:0.2 배합 비는 가열 경화 후에도 표면의 

끈적거림이 남아 있으며 이 경우  완전경화가 이루

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조건

에서의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며 신축성 센서 개발

을 위한 소재특성의 기초연구 결과로써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신축성 센서 적용을 위한 소재특성의 기초연구

로서 PDMS의 주제와 경화제 무게 비율에 따른 

물성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동일한 조건에서 주제

와 경화제의 비율을 달리하며 압축시험을 수행한 

결과, 배합비가 낮을수록 압축응력이 증가함에 따

른 변형량이 더 커지는 것을 확인 하였다. 향후 

다양한 실험 조건에서의 연구가 진행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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