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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a carbon strain gauge for large strain was developed. The carbon strain gauge was fabricated by forming

PCB and antenna pattern using Cu/Ni/Au film and carbon resistor pattern using screen printing process on plastic film

substrate. It was possible to develop low-cost disposable strain gauge since the carbon paste was cheap and the fabrication

process was simple. The wireless communication type carbon strain gauge was fabricated by integrating signal processing

circuit, antenna and power all together on the same substrate as a strain gauge. The wireless communication type carbon

strain gauge has a merit of being available immediately at the spot without any particula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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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스트레인게이지(strain gauge)[1]는 변형 및 진동의

측정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산업 분야에서 폭 넓게 응용

되고 있다. 최근 다양한 형태 및 사이즈의 스트레인게

이지가 개발되어 있어서 목적에 따라서 적당한 사양의

스트레인게이지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목적에 부합되는 스트레인게이지의 개발도 비교적 간

단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스트레인게이지는 구조물의

변형 또는 진동의 측정이 가능하여 하중, 압력, 가속도,

진동 등 다양한 측정이 가능하여, 그 수요가 획기적으

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대량생산이 가능

한 공정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저가의 재료를 사용하고, 효율이 높은 공정 개

발을 통한 저가의 스트레인게이지 개발이 이루어진다

면 그 응용 분야는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로봇

(robot)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종류의

센서에 대한 관심도 같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스트

레인게이지는 응용 수요가 매우 많은 센서 중에 하나

이다. 로봇은 구조적으로 큰 변위가 발생하는 부분이

많아서 대 변형용 스트레인게이지가 개발된다면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건물, 교

량 등과 같은 대형 구조물, 나무, 플라스틱, 인간의 피

부[2]와 같은 비교적 큰 변형이 발생하는 구조물의 변

형 및 진동을 측정하기 위해서도 대 변형용 스트레인

게이지가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PET 필름(polyester film) 위에 카본

페이스트(carbon paste)를 스크린 프린팅(screen printing)

공정으로 인쇄하는 방식으로 저가형 대 변형 스트레인

게이지를 개발하였다. 대 변형 스트레인게이지는 저가

의 PET 필름을 사용하고, 스크린 프린팅 공정을 사용

하여 제작하기 때문에 제작 공정이 단순하여 저가형

으로 개발이 가능하다. 또한 금속판의 라미네이팅

(laminating) 공정 및 도금 공정으로 형성된 Cu/Ni/

Au을 이용한 PCB 패턴과 카본잉크의 인쇄 공정으로

제작되는 스트레인게이지를 동일 PET 필름 위에 제

작하는 방법으로 스트레인게이지, 신호처리 회로 및

안테나로 구성되는 무선 통신형 카본 스트레인게이지

[3-5] 개발이 가능했다.

†E-mail : ytlee@anu.ac.kr



34 이영태 · 조승우

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지 제13권 제4호, 2014

2. 원리 및 구조

카본 페이스트는 전기화학식 바이오 센서의 전극으

로 주로 응용되고 있다. 카본 페이스트는 전도성 그라

파이트(graphite) 분말을 페이스트(paste) 용액과 섞어

제작하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을 나타낸다. 또한 카본

페이스트로 제작된 저항형 소자에 힘을 가하여 변형을

발생시키면 저항 값이 변하는 압저항 효과(piezoresis-

tive effect) 특성을 나타낸다. Fig. 1에 나타낸 것과 같

이 페이스트 중에 분포한 전도성 그라파이트 입자의

상호 위치가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면서 저항 값이 변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압저항 효과를 나타내는 카본 페이스트는 가속도 센

서[3]를 개발 하는 등 다양한 센서 개발에 응용되고 있

다. 카본 페이스트는 저가이며, 스크린 프린팅(screen

printing), 잉크젯(ink jet)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인쇄

공정으로 간단하게 제작할 수 있어서 저가형의 일회용

센서 개발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PET 필름에 Cu/

Ni/Au 층을 형성하여 전극을 형성하고, 스크린 프링팅

기술로 카본 저항소자를 형성하는 방법으로 스트레인

게이지를 개발하였다. 특히 센서가 제작되는 같은 PET

필름 기판 위에 신호처리 회로, 통신 회로 및 안테나를

제작하여 현장에서 별도의 시스템 구성 없이 바로 사

용할 수 있도록 했다. Fig. 2에 스트레인게이지의 구조

를 나타냈다. 그림에서 안테나를 포함하는 PCB 패턴

은 Cu/Ni/Au 전극으로 형성하고, 신호처리 회로는 마

이크로프로세스 등 SMD 형 집적회로 소자를 접착하

여 제작하였다[6]. 카본 스트레인게이지 패턴은 가급적

출력 저항 값을 크게 하기 위하여 지그재그 형으로 설

계하였다. 카본 스트레인게이지 패턴 사이즈는 저항의

폭은 1 mm, 스트레인게이지 길이(L)은 20 mm, 40 mm,

60 mm 및 80 mm, 폭(W)은 15 mm로 설계하였다.

신호처리 회로를 Fig. 3에 나타냈다. 스트레인게이지

의 저항 변화를 마이크로프로세스(PIC16F616)를 이용

하여 전압으로 변환한 후에 8비트 디지털 값으로 출력

하도록 설계하였다. 출력된 디지털 값을 ASK (ampli-

tude shift keying) 통신방식으로 안테나를 통하여 송신

한다. 전원은 3 V 코인 건전지를 사용하였다.

3. 제  작

Fig. 4에 카본 스트레인게이지의 제작 공정도를 나타

냈다. 카본 스트레인게이지를 제작하기 위하여 먼저,

Fig. 1. Piezoresistive effect of carbon paste.

Fig. 2. Structure of the strain gauge using carbon paste.

Fig. 3. Block diagram of the signal processing circuit.

Fig. 4. Process sequences for the fabrication of a strain

gau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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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200 µm두께의 PET 필름 위에 16 µm의 두꺼운 구리

(Cu) 필름을 라미네이팅(laminating) 공정으로 접착한

후에 포토리소그라피(photolithograph) 공정으로 패턴

을 형성했다(Fig. 4(a)). 도금(electro-plating) 공정으로

0.1 µm의 니켈(Ni) 층과 0.03 µm의 금(Au)을 도금했다

(Fig. 4(a)). 카본 페이스트를 이용한 스크린 프린팅

공정으로 카본 저항을 형성하고 오븐에서 건조했다

(Fig. 4(b)). 마이크로 프로세스, 저항 등 부품을 접착

(Fig. 4(c))한 후에 에폭시(epoxy)로 몰딩(molding) 하

여 완성했다(Fig. 4(d)).

Fig. 5에 제작된 카본 스트레인게이지를 나타냈다.

Fig. 5(a)에 PET 필름(320 × 240 mm2)에 제작된 카본

스트레인게이지를 나타냈다. 카본 스트레인게이지의

길이가 20 mm, 40 mm, 60 mm 및 80 mm를 제작하

였다. Fig. 5(b)에 부품 조립이 완료된 카본 스트레인게

이지(20 mm)의 사진을 나타냈다. 

4. 결과 및 고찰

제작된 카본 스트레인게이지의 성능을 분석하기 위

하여 변위(displacement)에 대한 저항 변화 특성을 측

정하였다. 제작된 스트레인게이지를 금속판에 접착한

후, 한쪽 가장자리를 고정하고 다른 가장자리에 힘을

가하여 변위를 발생시키면서 스트레인게이지의 저항을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를 Fig. 6에 나타냈다. Fig. 6(a)

에서 (d)까지 길이가 20 mm, 40 mm, 60 mm 및

80 mm인 카본 스트레인게이지의 측정 결과를 나타냈

다. Fig. 6의 측정 결과를 보면 카본 스트레인게이지의

출력 직선성이 비교적 우수한 것을 알 수 있다. 플라스

틱 기판을 사용한 카본 스트레인게이지는 대부분 다른

구조물에 접착한 후에 사용되기 때문에 기계적인 특성

은 접착되는 구조물의 기계적인 특성에 의존한다.

변위에 대한 저항 변화율을 보면, 길이가 20 mm인

스트레인게이지의 경우 9.4 mΩ/Ω·mm이었으며, 40 mm,

60 mm, 80 mm의 경우 각각 1.72, 1.75 및 1.18 mΩ/

Ω·mm이었다. 80 mm보다 60 mm, 40 mm 및 20 mm

의 스트레인게이지의 저항 변화율이 높았다. 이는 길이

가 짧을수록 상대적으로 변위에 대한 저항의 길이 변

화가 크기 때문이다. 

스트레인게이지의 저항 변화에 상응하는8비트디지

털 출력 값을 무선송신하기 위하여 적용한 ASK 통신

방식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안테나에서 출력되는

PWM (pulse width modulation) 형식의 8비트 디지털

신호의 스펙트럼을 측정하였다. 카본 스트레인게이지

로부터 약 5 m 떨어진 위치에 스펙트럼에널라이저

Fig. 5. Photographs of the strain gauge, (a) printed carbon

strain gauge on PET film, (b) wireless com-

munication type carbon strain gauge.
Fig. 6. Resistance variation versus displacement of the

strain gau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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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trum analyzer)를 설치하고 측정하였다. 출력 디지

털 값의 high값(3 V)에 대해서는 Fig. 7에 나타낸 것과

같이 설계 주파수인 300 MHz의 스펙트럼을 측정할

수 있었으며, low값(0 V)에 대해서는 스펙트럼이 나타

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ASK 통신 방식은 패턴 안테나

를 사용할 경우 수 십 미터의 거리에서 통신이 가능하

며, 패턴 안테나 대신 상용 대형 안테나를 사용할 경우

에는 수 백 미터까지 통신이 가능하다. Fig. 7의 측정

결과로부터 스트레인게이지의 저항 변화 값을 8비트의

디지털 통신을 통해 전송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

단된다. 만물인터넷(IoE)을 위한 근거리 통신 형 센서

시스템으로의 개발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대 변형 측정용 카본 스트레인게이지

를 개발했다. 대 변형이 발생할 수 있는 건축 구조물,

로봇, 플라스틱 구조물 등에 응용이 가능하다. 플라스

틱 필름에 카본 페이스트의 스크린 프린팅 공정으로

저항 소자를 형성하는 방법으로 스트레인게이지를 제

작할 수 있다. 공정이 간단하고, 카본 페이스트가 저가

이기 때문에 일회용 저가형으로 스트레인게이지를 개

발할 수 있다. 스트레인게이지가 형성되는 플라스틱 필

름 기판에 신호처리 회로, 통신 회로, 안테나 및 전원

을 형성하여 별도의 시스템의 추가 없이 현장에서 바

로 사용할 수 있는 무선 통신 형 스트레인게이지를 개

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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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Frequency spectrum of the received sign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