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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wo aspects were analyzed about the robot for removal of explosive devices. First, the cost analyses 

were performed to provide a reasonable solution for the acquirement of the system. It is processed by an engineering 

estimate method and the process was consisted of two ways : a system development expense and a mass production 

unit price. In additions, the resultant cost analyses were compared between the cases excluding and including a mines 

detection system. As results, in the case of the acquirement of the robot system for removal of explosive devices, it is 

recommended that the performance by improving the mines detection ability should be considered preferentially 

rather than the cost because the material cost for the mines detection system is negligible compared to the whole 

system cost. Second, as a way for improving the system performance by the mine detection function, the carbon 

nanotube (CNT) based sensor technology was studied in terms of sensitivity and simple productivity with presenting 

its preliminary experimental results. The detection electrodes were formed by a photolithography method using a 

photosensitive CNT paste. As results, this method was shown as a scalable and expandable technology for the 

excellent mines detection sen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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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급조폭발물(Improvised Explosive Devices, IED)이란 휴대용 

대전차 유탄발사기 탄두나, 불발 급조폭발물(Improvised 

Explosive Devices, IED)이란 휴대용 대전차 유탄발사기 탄두

나, 불발 포탄, 항공기 탑재 포탄 또는 휘발유 등의 폭발

물에 여러 가지 원격장치나 기폭장치(신관)을 부착하여 

사용하는 폭탄을 의미한다. IED는 폭약과 금속 파편 및 

                                                                                                          
†
E-mail: hjkwon@dtaq.re.kr 

간단한 폭발장치를 사용하여 만들어지는 제조가 비교적 

간단한 수준의 폭발물이지만 높은 파괴력과 어디서든 부

지불식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무기로서 현대 사회에 공포

의 대상이 되고 있다. IED 공격에 의한 테러 사건의 대표

적인 예로서 2001년 9월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 2004

년 3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발생한 스페인 열차 연쇄폭

탄 테러, 2005년 7월 런던 지하철 테러(7.7 테러), 이라크전

에서 발생한 자살폭탄 테러 및 2013년 4월 15일 보스톤 

마라톤대회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 등 그 동안 수 없이 많

은 IED를 이용한 테러들이 발생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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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들에 비해 다중 이용시설인 초고층 빌딩이나 

대규모 주거인구가 밀집한 아파트가 많아 테러에 취약하

며 IED를 이용한 단발성 공격으로도 대량의 인명살상 피

해가 높아 IED 테러에 대한 대비책이 더욱 절실하다. 

IED의 폭약은 일반적으로 폭발 반응을 할 수 있는 어

떤 형태의 화학물질이나 이들의 혼합물로 구성된다. 폭약

은 전형적으로 질산염(nitrates), 염소산염(chlorates), 과염소

산염(perchlorates)과 같은 분자결합 산소를 포함하는 무기 

염류(inorganic salts)이거나 니트로기(nitro-), 니트라민기

(nitramine-) 혹은 과산화물(peroxides)을 갖는 유기 화합물로 

만들어 진다. Fig. 1은 지난 2013년 보스톤 마라톤 테러에서 

발생했던 압력밥솥 형태의 IED 포탄의 실제 구성도를 나

타낸 것이다. 압력밥솥 형태의 IED는 장약(charge)을 솥 안

에 채워 넣고 디지털 시계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만

든 뇌관을 뚜껑 부분에 설치한 구조이다. 

장약이란 포탄을 앞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하는 화약으

로서 질산암모늄이나 RDX(Research Department Explosive) 등

이 사용된다. 이런 장약과 함께 폭발물 속에 못이나 볼베

어링 같은 금속 파편들을 가득 채워 많은 인명 살상을 유

발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따라서 광범위한 종류의 IED에 대해 적용할 신뢰성 높

은 효율의 탐지 시스템 개발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

다. 이와 같은 폭발물들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그 탐지를 

위해 활용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폭발물질은 일반적인 

유기물 보다는 매질의 밀도가 더 높다는 재료적 특징, 증

발원소 분석기술을 이용하여 탐지할 수 있는 원소화합물

의 특성, 그리고 질소나 그 화합물은 대기 샘플을 통해 쉽

게 감지할 수 있는 증기 방출 특징 들을 예로 들 수 있다[1]. 

본 논문에서는 폭발물 제거로봇의 국내개발에 의한 획

득방안과 관련하여 두 가지 관점에서 연구하였다. 
 

 
Fig. 1. An Example of Improvised Explosive Devices with a 

Type of High Pressure Rice Making Pot. 

먼저, 폭발물 제거로봇의 획득을 위한 분석 방안으로 

공학적 추정에 의한 체계개발 비용분석과 체계개발에 따

른 양산단가의 추정을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폭발물 제거로봇의 획득을 위해 비용적 측면 

외에 성능적 측면에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폭발물 탐지 

장치의 최근 기술 동향을 분석하였다. 그에 따라 가장 효

율적인 방법일 것으로 예상되는 카본 나노튜브(carbon 

nanotube, CNT) 기반의 탐지센서에 관한 선행 연구를 수행

하였으며 특성분석을 통해 폭발물 탐지 장치로서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2. 실험 방법 
 

2.1 IED 탐지 로봇의 제원 분석 
폭발물 탐지 및 제거 로봇은 전시나 평시에 폭발물, 특

히 IED를 탐지하고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장치를 말

한다. 이 장치는 전시에 적군의 은밀한 폭발물로부터 우

리 병사들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군집한 일반 민간인들이 

테러단체에 의해 비밀리 숨겨진 폭발물로부터 대량 사상

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지상 로봇무기 체계에 해

당된다. 현재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폭발물 탐지 및 제거 로봇은 원래는 민수용 재난구조로 

개발되었다가 미군이나 영국군의 전시 작전 수행을 위해 

군사용으로 개발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들 장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아이로봇(iRobot)사에서 개발한 팩

봇 510(iRobot PackBot 510), QinetiQ사의 탈론 V(TALON V), 그

리고 Remotec사의 Andros가 있다. 이 외에도 COBHAM사

의 Telemax와 미국 해병연구소의 Dragon Runner가 대표적

인 군용 폭발물 처리 로봇으로 알려져 있다. Fig. 2는 앞에

서 언급한 로봇장치들 중에서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3대 

폭발물 탐지 및 처리 로봇들의 주요 특징을 비교하여 나

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메이저 회사별 주요 모델을 제시

하였으며 각 모델별 무게 및 크기를 비교하였다. 

인명을 중시하는 미래전 양상을 고려할 때, 인명 손실

을 최소화하면서 폭발물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

는 로봇의 국내 확보 필요성이 절실히 높아지고 있다. 현

재는 병력에 의한 폭발물 탐지 및 제거로 전시나 평시의 

폭발물 위협에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국

외 유사 무기체계의 발전추세를 고려해 볼 때 폭발물 탐

지 및 제거 로봇의 국내 전력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폭발물 탐지 및 제거 로봇을 

획득하기 위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획득방안

별 비용분석을 수행 하였다. 현재 세계적으로 개발 중이

거나 이미 개발되어 시판 중인 모델들의 형태나 성능은 

매우 다양하므로 국내개발의 경우 이미 우리나라의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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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obot Co. QinetiQ Co. Remotec Co. 

 

 

PackBot 510 TALON V Andros Titus 

30 kg 56 kg 61 kg 

81cm×40cm×41c
m with EOD kit 

127cm×58cm×69
cm with arm 

73cm×62cm×70cm
with wheel 

·speed : 9.3 km/h 
·lifting capacity :  
4.5kg at full 
extension, 13.6kg at 
close-in position 
·climbing ability : 60° 
·gripper rotation : 
180° (continuous) 

·speed : 10.8 km/h 
·lifting capacity : 
22.7kg 
·climbing ability : 
48° 
·gripper force : 49kg 
·gripper rotation : 
360° (continuous) 

·speed : 8 km/h (tracks 
only), 12 km/h (with 
wheel) 
·lifting capacity : 6.8kg 
(full extension), 9kg 
close to platform 
·climbing ability : 45°
·gripper rotation : 360° 
(continuous) 

 
Fig. 2. Main Characteristics of the World Typical Military 

Robot for the IED Detection and Removal. 

 
 

 
 

Fig. 3. A Detailed Configurations of the COBHAM EOD 

Robot, Telemax. 

 

맞게 설정된 요구조건을 기준으로 비용분석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산악이나 구릉이 많은 지형에서는 크기

가 작으며 기동력이 비교적 뛰어나고 특히 비탈진 경사

를 용이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PackBot 510이나 이를 개선한 형태의 모

델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의 이와 같은 상황들을 

기반으로 군에서 필요로 하는 성능 조건이 제시되었고 

그에 적합한 사양을 갖는 로봇 체계개발 및 양산단가의 

비용분석이 진행되었다. 그 사양은 보안상 세부적으로 기

술하기 어려우므로 본 사양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상

되는 COBHAM사의 Telemax를 대안으로 하여 폭발물 탐

지 및 제거 로봇의 전체 구성도를 Fig. 3에 나타내었다. 

그 크기는 접었을 때(stowed position) 길이 80 cm, 폭 40 cm, 

높이 75 cm이며 속도는 트랙만 사용할 경우 5 km/h이고 고

속 휠(wheels) 장착시 10 km/h로서 앞에서 제시된 모델과 비

교했을 때 비교 우위에 있다. 차대(chassis)는 4-트랙 시스템

으로 구성되어 있고 선택적으로 4 휠을 장착 가능하다. 또

한 경사등반 능력(climbing ability)도 45°로서 우수한 편이며 

그리퍼(gripper)의 인양 능력(lifting ability)은 로봇 팔을 최대

로 뻗쳤을 경우 5kg으로 360° 연속 회전이 가능하다. 

 

2.2 국내 IED 제거로봇 획득을 위한 비용분석 
폭발물 제거로봇의 효율적 획득을 위해서는 비용적인 

측면 외에도 성능 및 전력화 시기 등을 고려해야 한다. 

국내개발을 통한 획득절차는 소요결정, 선행연구, 탐색개

발, 체계개발을 통한 양산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

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소요군에서 소요 제기한 사업에 대하여 먼저 합동참모

본부에서 국방정책과 예산을 고려하여 소요를 결정한다. 

소요결정 후 선행연구 수행을 통해 사업추진방법을 결정

하고 국내연구개발이 결정된 사업의 경우 탐색개발 단계

의 여부를 결정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면 승인하게 된다. 

그 다음 단계로 탐색개발 과정을 거치고 체계개발을 수

행한 다음 개발된 시제품에 대해 시험평가를 거친다. 시

험평가에서 적합성 여부가 결정되고 적합하다고 판정되

면 최종적으로 양산단계에 돌입하게 된다[2]. 

국방 분야에서는 방위력 개선사업 초기 단계에 사업추

진을 수행할 무기체계에 대한 국방중기계획을 작성한다. 

이 때 사업추진방안에 대한 합리적 결정을 내리기 위해 

선행연구나 통합분석을 실시한다. 연구 수행시 획득방안, 

사업수행주체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분석을 실시

하며 그 중 하나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추

정이다. 또한, 사업 수행 중이나 종료 후에도 사업분석이

나 성과분석을 통해 총 사업비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한

다. 사업추진을 함에 있어 비용분석은 사업 전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임은 분명하다. 통

상적 선행연구 단계에서는 획득할 수 있는 비용분석 파

라미터 값이 제한되기 때문에 정확한 비용분석 결과값을 

추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 단계에서의 지뢰탐지장치가 

적용된 경우와 적용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 ‘폭발물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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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에 대한 비용분석’을 공학적 추정방법을 통해 수행 

하였다. 각 경우에 대한 비용분석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획득방안에 대한 효율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뢰탐지 장치를 폭발물 탐지 및 제거 

로봇에 적용했을 경우의 생산단가를 공학적 방법에 의거

하여 추정하여 보았다. 공학적 비용 추정이란 작업분할구

조(work breakdown structure, WBS)의 보다 낮은 단계에서 이

루어진 세부적 추정치들을 합산함으로써 전체적인 비용 

추정을 설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비용분석은 지뢰탐지 기

능을 제외한 경우와 적용한 경우로 구분하여 체계개발 

부문과 양산 부문에 대해 각각 진행되었다. 

 

2.3 극미량 폭발물 탐지기술의 개발동향 및  
    효율적 탐지기술 방안 
현재 지뢰 탐지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기술들로는 

전자기 유도(electromagnetic induction, EMI) 방식, 지면 침투 

레이더(ground penetrating radar, GPR) 방식 및 핵 사중극자 공

명(nuclear quadrupole resonance, NQR) 방식들이 있다. 각 방식

마다 주어진 환경에 따라 지뢰 탐지 및 판별 신뢰도에 있

어서 장점도 있어나 한계점도 있는 게 현실이다. 

극미량의 화학물질을 검출하기 위한 탐지를 위해 상업

적 부품들이 개발되고 있으나 감도가 매우 우수하고 검

출속도가 빠른 방법에 대한 필요성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며 대체 기술들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

다. 대표적인 방법들로서는 화학적 센서[3], 바이오센서[4], 

질량분석(mass spectrometry)[5], ion mobility spectrometry (IMS)[6] 

등이 있다. 최근에는 나노기술에 기반한 센서들에 대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7, 8]. 그 중에서 특히 카본 

나노튜브(CNT)에 기반한 극미량 화학물질 탐지기술이 중

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CNT를 이용한 탐지기술의 장점은 먼저 CNT가 갖는 넓

은 표면적과 높은 열전도성 및 열적 안정성이며, 또한 폭

발물의 분자들이 CNT의 표면에 효과적이고 매우 안정적

으로 흡착된다는 CNT의 구조적 특징들이 장점으로 작용

한다. 화학적 저항성(chemiresistive) 센서는 가장 흔히 사용

되는 센서들 중의 하나로서 CNT가 전도성(또는 저항성) 

채널로서 적용될 수 있다. CNT에 의한 화학물질 센싱방

법은 다른 연구결과에서도 잘 언급되어 있다[9]. 이에 따

르면, CNT 표면상에 화학물질이 흡착되면 CNT 전극의 전

도도(conductance) 또는 저항성(resistance)이 변화하는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CNT 표면에 어떤 화합물성분이 흡착되

면 몇 가지 원리에 의해 전도성을 변화시키는데 그 원리

들로는 전극-CNT 간 접합에서의 쇼트키 장벽의 변동

(modulation), CNT와 화합물간에 전하전송 현상 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화합물질의 흡착에 의해 화합물질

로부터 CNT의 가전자대(valence band)로 전자들이 주입되

면 CNT들의 정공농도가 감소하여 전도성이 감소할 수 있

다. 반대로, p형 CNT들로부터 전자들이 화합물질 속으로 

빠져 나오면 CNT들의 정공농도가 증가하여 전도도가 증

가할 수 있다. 

이러한 센서구조의 개념도가 Fig. 4에 보여져 있다. 개념

도에서와 같이 CNT 센서가 반도체 CMOS(complementary 

metal oxide semiconductor)로 이루어진 연산 증폭회로

(operational amplifier, OP-AMP)와 집적화되어 개발된 사례도 

있다[10]. 이와 같이 CNT 나노센서가 OP-AMP와 집적화 

되어 단일 칩(single chip) 솔루션을 제공하게 된다면 IED 폭

발물 제거 로봇 시스템에는 획기적인 장점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폭발물 탐지에 대한 민감도가 증가하고 초소

형으로 제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탐지 센서를 제어하

기 위한 긴 선들이 필요 없이 무선 탐지가 가능하다는 특

징을 갖게 된다. 

 

 
Fig. 4. Schematic of the CNT based chemiresistive sensor 

integrated with CMOS OP-AMP. 

 

3. 결  과 
 

3.1 지뢰 탐지기능 제외시 폭발물 제거로봇의  
    국내개발 비용분석 결과 
먼저, 지뢰탐지기능을 제외시킨 경우에 대한 체계개발

비용을 분석해 보았는데, Fig. 5는 폭발물 제거로봇 4세트

에 대한 체계개발비용 산출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 결

과 재료비는 약 40억 3천만원, 노무비는 약 22억 5천만원, 

경비는 약 19억 3천만원, 일반관리비 3억 5천만원 및 기타 

18억원(이윤 8억 6천만원, 부가가치세 9억 4천만원)을 포

함하여 총 103억 5천만원으로 추정되었다. 

획득할 폭발물 제거로봇의 성능과 개발 비용 간에는 절

충(trade-off) 관계가 있으며 경제성 있는 로봇 무기의 체계

를 개발하고 양산단가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체계개발 단

계에서부터 양산단가에 대한 관리가 수행되어야 한다. 국

내에서는 아직까지 복수업체를 통한 체계개발이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는데 복수업체에 의한 체계개발사업이 수

행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예산확보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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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st Analysis on the System Development Expense 

for the IED Removal Robot(4 sets): without a Mines 

Detection Function. 

 

다음으로는, 지뢰탐지 기능 미적용시의 양산단가를 분

석하였다. 합리적인 양산단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체계

개발 단계에서부터 복수업체에 의한 경쟁구도를 통해 양

산단가에 대한 정보를 확보함으로써 양산단가의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으나 국내 여건상 그렇지 못한 한계가 있

다. 이런 한계성을 감안하고 폭발물 제거로봇의 체계개발

비용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로봇의 양산단가에 관한 

분석결과가 Fig. 6에 보여져 있다. 

 

 
Fig. 6. Cost Analysis on the Mass Production Unit Price for 

the IED Removal Robot: without a Mines Detection 

Function. 
 

그 결과 재료비 약 3억 7백만원, 노무비 약 1천 1백만원, 

경비 약 8백만원, 일반관리비 2천만원 및 기타(이윤, 투하

자본 보상비) 4천 8백만원 포함하여 양산단가는 약 3억 9

천 6백만원으로 추정되었다. 

3.2 지뢰 탐지기능 적용시 폭발물 제거로봇의  
    국내개발 비용분석 결과 
지뢰탐지 장치를 폭발물 제거로봇에 적용했을 경우의 

생산단가를 공학적 방법에 의거하여 추정하여 보았다. 

체계개발비의 경우는 지뢰탐지 장치를 기존에 개발한 

차기 지뢰탐지기를 적용하는 것을 가정하였으므로 체계

개발비 추정에서는 지뢰탐지장치에 대한 재료비 산정을 

제외시켰다. 

Fig. 7은 단일식 지뢰탐지 장치를 적용했을 경우의 폭발

물 제거로봇의 체계개발비용에 관한 공학적 추정 결과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그 결과 재료비는 원래대로 40억 3천

만원, 노무비는 약 22억 7천만원, 경비는 약 19억 5천만원, 

일반관리비 3억 5천만원 및 기타 18억원(이윤 8억 6천만

원, 부가가치세 9억 4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104억 1천만

원으로 추정되었다. 

 

 

Fig. 7. Cost Analysis on the System Development Expense 
for the IED Removal Robot(4 sets): with a Mines 
Detection Function. 

 

지뢰탐지기능을 적용시 폭발물 제거로봇의 양산단가

는 Fig. 8에서와 같이 재료비가 약 1천 1백만원, 노무비가 

약 2백 6십만원 그리고 경비가 약 2백 5십만원이 추가되

어 약 4억 1천 5백만원으로 추정되었다. 

지뢰탐지기능 미적용시와 적용시에 대해 양산단가의 

추정결과를 종합적으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지뢰탐지기능 적용에 따른 재료비의 증가는 약 

1천 1백만원 이었으며 이는 전체 재료비 약 3억 1천 8백

만원에 비해 매우 미미한 수준(≈3.5%)이다. 반면, 전체 재

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뢰탐지기능을 제외시 77.8%에

서 적용시 77%로 약간의 비중 감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지뢰탐지기능 적용시에는 노무비나 경

비, 기타 비용이 상대적으로 추가되는 요인에 의한 것으

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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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ost Analysis on the Mass Production Unit Price for 

the IED Removal Robot: with a Mines Detection 

Function. 
 

체계개발비의 경우에는 지뢰탐지기능 제외시의 재료

비가 약 40억원 3천만원이므로 지뢰탐지기능 적용 유무

에 따른 재료비 변동은 거의 무시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결론적으로 보면, 폭발물 제거로봇 개발시 탐지기능의 

포함 여부는 비용적 측면 보다는 성능적 측면에서 고려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국외 유사무기체계의 발전추세를 고려해 볼 때 폭발물 

탐지 및 제거 로봇의 국내전력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폭발물 탐지 및 제거로봇의 효율적 획득을 위해서는 

비용적인 측면 외에도 성능, 그 중에서도 특히 폭발물 탐

지기능의 성능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따라 폭발물 탐지기능의 선진화를 위한 방안으로

서 탐지기술에 관한 최근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한 가지 

유망한 방법으로서 CNT 기반의 폭발물 탐지센서에 관한 

조사 및 선행연구를 수행하였다. 

 

3.3 CNT 기반 탐지센서 기술에 관한 연구결과 
Fig. 9는 CNT 센서전극을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형성 시

키고 막대 형태의 패턴을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서 

CNT 페이스트를 이용한 사진식각(photolithography) 방식에 관

한 공정 흐름도를 보여준다. 흐름도를 보면 CNT 페이스트

를 ITO/유리기판에 프린팅하는 단계, 마스크를 통해 자외선

으로 노광하는 단계, 노광작업이 이루어진 CNT를 현상액에 

담궈 자외선에 노광된 부분만 남기고 노광되지 않은 부분

을 제거시키는 단계, 소성공정(450℃ 10분) 후 CNT 페이스트

를 표면처리(surface treatment)함으로써 CNT 튜브들을 페이스

트 표면 밖으로 노출시키는 단계를 보여준다. 

 
Fig. 9. Process flows for the fabrication of CNT-based 

sensor electrode using photosensitive CNT paste. 

 

이 방법에서는 CNT를 자외선에 잘 반응할 수 있는 감

광성(photo sensitive) 페이스트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CNT 페이스트가 감광 성질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포토리

지스터(photo resist)를 혼합시키며 이로써 사진식각기술인 

노광공정에 의해 원하는 형태를 만들 수 있게 된다. 

그런데 CNT 페이스트 전극패턴 형성 직후에는 CNT 입

자들이 바이더 성분에 묻혀 있기 때문에 CNT와 화학물

질 분자들과 반응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표면처리(surface 

treatment) 공정을 통해 표면에 CNT 입자들을 노출시키는 

후속공정이 매우 중요하다. Fig. 10은 접착성 테이핑

(adhesive taping) 방법에 의해 표면처리된 CNT 페이스트의 

표면상태를 보여주는 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사진이다. 즉, 수십 나노 직경의 CNT 튜브들이 표면 

밖으로 잘 노출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오른편의 

광학현미경 사진에서 막대모양의 패턴들이 잘 형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Fig. 10. SEM view of the CNT paste surface after the surface 

treatment and photo picture of the pattern. 

 

앞에서 언급된 CNT의 가스탐지 센서 원리에 의하면, 

CNT들이 전기화학적 센서로서 검출성능이 향상되기 위

해서는 CNT 입자들이 표면에 잘 노출되어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NT 페이스트의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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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방법에 의해 CNT 입자들이 효과적으로 페이스트 표

면 밖으로 잘 노출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제조된 

CNT 페이스트 전극을 진공 챔버에 넣고 전압-전류 방출 

특성을 확인하여 보았다. 

 

 
Fig. 11. Electron emission characteristics depending on the 

surface treatment method. 

 

Fig. 11은 표면 처리된 CNT 페이스트 전극을 진공 챔버 

속에 넣고 일정거리(200 ㎛)에 아노드 전극을 두어 전압인

가에 따른 방출 전류를 측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렇게 

하여 측정된 전류(I)-전압(V) 데이터를 사용하여 Fowler-

Nordheim (F-N) plot에 의한 그래프를 I-V 그래프 안에 삽입

하여 나타내었다. F-N plot에서 가로축은 1/V 값이며 세로

축은 I/V2의 로그(log) 값이다. 어떤 물질에 전압을 인가하

였을 때 전계(electric field) 효과에 의해 전자가 방출되어 형

성되는 전류에 관한 Fowler-Nordheim 방정식은 다음과 같

이 표현된다. 

 log ⁄ log 	 ⁄  

 

위 식에서 I는 전류, V는 인가전압이며 a와 b는 물질의 

일함수(work function), 면적 및 기하학적 구조와 관련된 상

수들이다. 

이 식으로부터 F-N plot을 그리면 log(I/V2) 값이 (1/V)에 대

해 음(-)의 기울기를 갖는 직선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Fig. 11의 측정 데이터의 F-N plot을 보면 특정 전압 구간

에서 직선성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CNT 페

이스트 전극 표면으로부터 얻어지는 전류가 전계 방출에 

의한 것임을 의미한다. 또한 전압이 아주 높은 구간(즉, 

1/V가 아주 작은 범위)에서 직선성이 감소하는 것은, 방출

되는 전자들의 밀도가 일정값 이상 높아지면 전자들간의 

상호 반발력에 의해 방출을 억제시키는 현상 때문으로 

예측된다. 결과적으로 CNT 물질 안에 있는 전자들이 진

공 전위장벽(vacuum potential barrier)을 넘어 진공 밖으로 방

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은 표면처리에 

의해 노출된 CNT들과 표면에 흡착된 화합물 간에 전자

흐름이 쉽게 이루어져 CNT의 저항값을 효과적으로 변화

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안된 방법(CNT 페이스트를 이용한 사진식각

공정)으로 제작되는 CNT 기반 센서는 폭발물 탐지 및 제

거 로봇의 국내 개발 획득시 탐지 성능의 향상을 위해 매

우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폭발물 제거 로봇의 획득방안과 관련하

여 두 가지 관점에서 연구하였다. 

먼저, 폭발물 제거로봇의 획득을 위한 분석 방안으로 

공학적 추정에 의한 체계개발 비용분석과 체계개발에 따

른 양산단가의 추정을 수행하여 보았다. 두 번째로는, 폭

발물 제거로봇의 획들을 위해 비용적 측면 외에 성능적 

측면에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폭발물 탐지 장치의 최근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그 대안 방법을 검토 및 제시하였

다. 양산단가의 경우 지뢰탐지기능 적용 유무에 따른 총 

개발비의 차이는 주로 노무비와 경비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지뢰탐지장치의 적용에 따른 재료

비 증가는 거의 무시될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지뢰탐지 장치의 적용은 개발비용 측면보다는 성능적인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탐지성능이 가장 우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폭발물 극미량의 탐지 센서로서 CNT 기반의 센서 적용 

가능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 결과, 감광성 CNT 페이스

트를 사진식각공정에 적용하면 CNT 기반 화합물 탐지센

서 전극을 쉽게 형성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감사의 글 
 

NCMRC 연구센타의 연구 자문 및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참고문헌 
 

1. Z. Bielecki, J. Janucki, A. Kawalec, J. Mikołajczyk, N. 

Pałka, M. Pasternak, T. Pustelny, T. Stacewicz, and J. 

Wojtas, “Sensors And Systems For The Detection of 

Explosive Devices - An Overview”, Metrol. Meas. Syst., 



 

급조 폭발물(IED) 제거 로봇의 개발비용 분석 및 카본나노튜브 기반 탐지센서기술에 관한 연구 

 

Journal of KSDT Vol. 17, No. 1, 2018 
 
 

61 

Vol. 19, No. 1, pp. 3-28, 2012. 

2. K. Y. Lee and H. K S. Han, “An Empirical Research on 

the Analysis of Critical Factors for Effective Aquisition 

of Weapon Systems”, Korea Association of Defense 

Industry Studies, Vol. 15, No. 1, pp. 166-202, 2008. 

3. J. Wang, “Electrochemical Sensing of Explosives,” 

Electroanalysis, 2007, Vol. 19, No. 4, pp. 415–423. 

4. D. R. Shankaran, K. V. Gobi, T. Sakai, K. Matsumoto, K. 

Toko, and N. Miura, “Surface Plasmon Resonance 

Immunosensor for Highly Sensitive Detection of 2,4,6-

trinitrotoluene,” Biosens. Bioelectron., Vol. 20, No. 9, 

pp. 1750-1756, 2005. 

5. C. Mullen, A. Irwin, B. V. Pond, D. L. Huestis, M. J. 

Coggiola, and H. Oser, “Detection of Explosives and 

Explosives-related Compounds by Single Photon 

LaserIionization Time-of-flight Mass Spectrometry,” 

Anal. Chem., Vol. 78, No. 11, pp. 3807-3814, 2006. 

6. R. G. Ewing, D. A. Atkinson, G. A. Eiceman, and G. J. 

Ewing, “A Critical Review of Ion Mobility 

Spectrometry for The Detection of Explosives and 

Explosive Related Compounds,” Talanta, Vol. 54, No. 3, 

pp. 515-529, 2001. 

7. L. A. Pinnaduwage, A. Gehl, D. L. Hedden, G. 

Uralidharan, T. Thundat, R. T. Lareau, T. Sulchek, L. 

Manning, B. Rogers, M. Jones, and J. D. Adams, 

“Explosives: A Microsensor for Trinitrotoluene Vapour,” 

Nature, Vol. 425, No. 6957, pp. 474-475, 2003. 

8. L. A. Pinnaduwage, D. Yi, F. Tian, T. Thundat, and R. T. 

Lareau, “Adsorption of Trinitrotoluene on Uncoated 

Silicon Microcantilever Surfaces,” Angmuir, Vol. 20, 

No. 7, pp. 2690-2694, 2004. 

9. Fennell J. F., Liu S. F., Azzarelli J. M., Weis J. G., 

Rochat S., Mirica K. A., Ravnsbaek J. B., and Swager, T. 

M., “ Nanowire Chemical/Biological Sensors: Status 

and a Roadmap for the Future”, Angew. Chem. Int. Ed. 

Engl., Vol. 55, pp. 1266-1281, 2016. 

10. Y. Liu, C. L. Chen, Y. Zhang, S. R. Sonkusale, M. L. 

Wang, and M. R. Dokmeci, “SWNT Based 

Nanosensors for Wireless Detection of Explosives and 

Chemical Warfare Agents”, IEEE Sensors Journal, Vol. 

13, No. 1, pp. 202-208,2013. 
 
 

 

접수일: 2018년 3월 9일, 심사일: 2018년 3월 22일, 

게재확정일: 2018년 3월 2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