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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로봇 기술의 발달로 산업형장 뿐 아니라 

가정환경에서 많은 로봇 기술들이 적용되어 사용

되고 있다. 많은 로봇 기술들이 인간과 같은 방식으

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외부자극, 온도 등의 여러 

가지 외부자극을 수용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중 사람의 피부와 같은 작용을 하기위해서는 

로봇의 손 부분에 외부자극을 수용할 수 있는 센서

장치들이 필요로 되고 있다. 그중 사람의 손과 같은 

작용을 하기위해서는 로봇용 유연 촉각 센서가 

필요하다.  이러한 유연 촉각센서를 개발하기 위해 

먼저 센서부분을 제작하는 시스템의 개발과 센서 

재료를 토출하는 노즐의 토출 특성을  연구하여 

외부자극의 요인에 효율적인 센서를 제작하기 위

해 연구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노즐과 재료의 토출

특성을 연구하고 실험에 따른 속도에 따른 노즐의 

토출량과 최적의 토출조건을 연구하였다.  

2. FDM (Fused Deposition Modeling) 시스템

본 연구에서 사용된 FDM (Fused Deposition 
Modeling) 시스템은 X-Y-Z축으로 구성된 갠추리 

타입의 스테이지와 실린지 펌프를 이용하여 장치

를 구성 하였다. 먼저 스테이지는 반복 분해능 1마
이크로 미터의 정밀도를 가지는 스테이를 제작 

하였고, 실린지 펌프는 분다 최소 1마이크로 리터

를 토출 할 수 있는 실린지 펌프를 사용하여 센서 

부분을 제작 하였다. 그리고 센서를 제작하기위해 

가공경로를 생성하였다. 그리고 토출된 광경화성 

수지를 경화하기 위해 UV LED 램프를 사용하였다. 
장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ig. 1에 나타나있다.  
 

Fig.1 The Actual Device

 

3. 노즐의 토출 특성 연구 

유연 촉각 센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닥의 

센서 신호 선이 필요하다. 센서에 필요한 선은 Fig.2
에 나타나 있다. Fig.2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이송방향과 이송경로는 여러 가닥의 선이 제작 

되도록  진행 하였다. 그리고 Z축과 Y축의 이송에

는 실린지 펌프 노즐에서 광경화성 수지가 토출 

되지 않도록 실험을 하고, 또 광경화성 수지가 토출

되도록 하여 두 조건의 실험을 결과를 비교하여 

실험 하였다. 이를 제작 하기위해서는 대 면적 스테

이지의 구동과 더불어 실린지 펌프의 토출이 기본

이 된다.  노즐이 토출된 특성을 연구 실험하기 

위해서 두 가진 조건으로 실험을 하였다. 첫째는 

노즐과  광경화성 수지가 토출될 베이스 간의 거리

이고, 둘째는 스테이지 속도에 따른 노즐의 토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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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Nozzle Path

그림 3 Result
을 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패러다임을 가지고 실험

을 하여 일정한 선폭을 가지는 선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하나의 선을 긋는 것은 문제없이 실험이 

진행 되었지만 여러 개의 선을 한 번에 광경화성 

수지를 토출할 때는  시작하는 점과 마지막 끝나는 

점에서 노즐의 많은 토출로 인해 일정한 선폭을 

가지지 않고 더 폭이 넓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테이지의 속도는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하되 노즐에 토출되는 양을 

계산하고, 스테이지의 이송에 따른 노즐의 토출을 

제어하여 일정한 선폭을 갖기 위해 실험을 진행 

하였다. 

4. 실린지 펌프 제어 

스테이지 속도에 따른 실린지 펌프의 토출에 

대한 연구하였고 일정한 선폭을 갖기 위해 실험을 

시행 하였다. 이때 선 끝단에 광경화성 레진의 맺힘 

현상으로 기존의 선폭보다 더 두꺼운 선폭을 가지

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송방향

과 이송속도 이송시간 등을 고려하여 실험을 진행

하였다.  실험 결과 선을 그리는 마지막 끝단 전에 

노즐의 이송을 중지하고 Y-Z 방향의 이송 중에도 

노즐의 이송을 중지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이전에 실험했던 결과 보다 더 일정한 선폭을 

얻을 수 있었다. 실험에 결과는 Fig.3을 보면 쉽게 

이해 할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휴머노이드 센서 개발을 위한 

기초과정인 센서 라인을 제작하는 것이다. 센서 

라인은 여러 가닥의 선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라인과 라인 끝단 사이에 실린지 펌프를 제어하여 

실험한 결과 일정한 선폭을 가지는 센서 라인을 

얻을 수가 있었다. 본연구로 휴머노이드 센서의 

제작을 빠른 속도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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