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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사출시 사출품의 압력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주로 높은 온도범위에서도 선형

성을 유지하는 퀴츠(Quartz) 타입의 압전소자가 사

용된 힘 센서를 사용한다. 이러한 압전소자는 가해

지는 힘에 따라 전하형태로 신호가 출력된다. 출력

되는 전하 신호는 수 pC/N으로 그 입력 범위가 

무척 작아, 측정을 위해 고가의 전하 증폭기를 필요

로 한다. 그러나 기존의 판매되는 고가의 전하증폭

기는 기본회로는 단순하나, 신호의 안정화를 위한 

회로가 복잡하여  사출시 각 사출품의 사출압력 

측정을 위해 센서의 수를 많이 할수록 증폭기 부분

의 크기가 증가하여, 많은 설치 공간을 차지하게 

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전하증폭기 기본 회로를 

바탕으로, 회로상의 부품 선정과 효과적인 실장으

로 신호 안정화를 위한 부수적인 회로가 필요 없는 

전하 증폭기를 개발 하고자 한다.

2. 전하 증폭기 기본 회로

Fig. 1 Basic Circuit of Charge Amplifier

Fig. 1은 전하증폭을 위한 기본 회로이다. CC는 

센서와 증폭기 사이 케이블의 정전용량을 나타내

며, Cinput을 CC와 같게 설정 할 때 최대 출력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전하증폭기에서는 Cf와 Rf를 이용하

여 발생 전하에 따른 출력신호의 크기(Formular. 
1)와 획득된 전하가 빠져나가는데 까지 걸리는 시

간(Formular. 2)을 결정 한다.

 ∆    Q : 전하량(C)
Formular. 1 Output Voltage Control

 



Formular. 2 Cutoff Frequency

3. 증폭기 제작 및 실험 결과

전하 증폭기와 같은 고 증폭률의 증폭기를 설계

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초단 연산증폭

기의 누설전류와 주변 수동소자의 오차율이다. 
Fig. 1에서 연산증폭기의 입력누설전류와 Rf에 의

해서 Formular. 3과 같은 식이 성립하여, 출력 전압

이 연산증폭기의 최대 출력을 넘어 서는 현상이 

발생된다.

∆  



RS : Resistance Between Sensor to OP-AMP
VOS : Input Offset Voltage

IOS : Input Offset Current
Formular. 3 Output Relationship between Offset        

                       Voltage(VOS) and Offset Current(IOS)

그러므로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연

산증폭기의 입력누설전류가 작은 것을 사용하며, 
이와 함께, 연산 증폭기의 누설전류를 저감시키는 

693



한국정밀공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대회논문집

실장이 필요하다. 부품 실장시 일반적으로 사용되

는 동박층을 배제하고 임력신호 패턴을 사이에 

두고 그라운드 패턴을 만들어 준다. Fig. 2는 초단 

증폭기의 입력부에 가드링을 삽입한 그림이다.

Fig. 2 Guard Rings Design of OP-AMP on PCB

이러한 방식은 일반적인 증폭기에서는 큰 영향

이 없으나, 미소신호를 다루는 전하증폭기의 경우

에는 PCB를 타고 전원에서 누설되어 들어오는 전

류를 효과적으로 차단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고려사

항을 적용하여 Fig. 3의 전하증폭기를 제작하였다.

Fig. 3 Fabricated Charge Amplifier

Fig.3의 제작된 전하증폭기의 테스트를 위해 

Kistler Type 9130B 힘 센서를 사용하고, Fig. 1에서 

Cf는 330pF으로 설정하고 이후에 10배 증폭하여 

약 0.03V/N의 민감도를 가지게 한 후, 55N의 힘을 

가하여 출력신호를 관찰하였다.

Fig. 4 Output Signal of Charge Amplifier by 55N

Fig. 4는 오실로 스코프로 측정된 출력을 보여주

며, 힘을 가하였다 제거 하였을 때 피크-피크 3.44V
의 출력을 보였으며, 그 중 1.73V의 출력이 힘을  

가하였을 때 발생하였다. 설정한 민감도의 증폭기

에서 55N의 힘이 주어졌을 때, 1.65V의 출력을 

보여야 하나, 0.08V의 오차가 보였으며, 이는 Cf의 

오차에 의해 발생 되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전하 증폭기의 기본 회로만으로 

부품의 선별과 아날로그 회로를 실장 할 때의 고려 

사항만으로 주어지는 힘에 대하여 전압 출력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더욱 정밀한 측정을 위한 

전하 증폭기 설계를 위해서는 Cf의 설정을 위한 

콘덴서의 오차가 작은 것을 선택, 혹은 제작해야 

하고, 고 증폭률에서 사용이 가능 하도록 오프셋 

전압 자동 보정 회로가 추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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