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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developed a high-temperature, high-pressure dynamic pressure sensor using LGT(lanthanum gallium tantalate).

The sensitivity of the fabricated dynamic pressure sensor was 2.1 mV/kPa and its nonlinearity was 2.5%FS. We confirmed

that the high-temperature dynamic pressure sensor operated stably in high-temperature environment at 500oC. The developed

dynamic pressure sensor using LGT is expected to be applicable not only to gas turbines but also in various industrial

areas in duding airplanes and power s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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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압력센서는 액체 또는 기체의 물리적인 압력을 검출

하여, 전기 신호로 변환시키는 소자이다. 압력센서는

자동차의 엔진 제어 시스템 및 산업용 제어계측분야,

각종 진공 장비, 의료기, 환경 측정 등 폭넓은 분야에

활용됨으로 시장의 규모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

세이며, 고감도, 고신뢰성 및 소형화를 위한 연구가 진

행 중에 있다[1-3]. 압력센서는 크게 정압센서와 동압

센서로 분류되는데 정압센서는 주로 압저항(strain

gause)을 이용하여, 인가 압력에 의한 압축 또는 인장

응력(stress)을 감지하여 전기저항 변화로 출력한다[4].

반면 동압센서는 압력변화에만 민감하게 반응하는 센

서로, 압전체(piezoelectric material)의 기계적인 변형을

전기적인 신호로 전환되는 압전효과를 이용한다[5]. 정

압 센서는 광범위한 압력범위를 측정할 수 있고, 저항

변화가 작더라도 우수한 감도로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

나, 저항체의 온도의존성이 높아 자동차나 발전기의 가

스터빈과 같은 고온환경에서 발생하는 연소 진동은 측

정이 불가능하다. 발전기의 가스 터빈은 연료비 절감을

위해 대량의 공기와 연료의 혼합기술을 이용하고 있다.

이 기술은 버너의 불꽃이 쉽게 불안정해지는 특징을

가지게 되어 기계적 진동이 발생하게 된다. 기계적 진

동은 연소기의 동작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치며, 터빈

을 파괴시키는 결과가 발생함으로 이 진동을 측정할

수 있는 소자가 필요하다[6]. 연소진동을 측정하여 터

빈의 파괴를 제어하는 시스템의 핵심소자는 동압 센서

이다. 제어 시스템에서 동압 센서는 정확한 연소 진동

측정을 위해 가스 터빈에 직접 장착한다. 가스 터빈은

매우 높은 온도로, 센서는 고온의 온도를 견딜 수 있어

야 하고, 계속 변화하는 진동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어

야 한다. 현재 국내의 압력센서 개발은 패키지 된 정압

센서가 대부분이며, 동압 센서의 개발은 미흡하며 수입

의 의존도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높은 가격의 동압 센

서의 수입 의존으로 생기는 가격손실을 막기 위해선

동압 센서의 설계 및 개발 능력을 확보하여 한국형 동

압 센서를 개발해야 한다. 동압 센서의 개발에 중요한

것은 동압을 전기적 신호로 전환할 수 있는 감지소자†E-mail : ytlee@ando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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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센서 패키지 구조다. 동압측정 소자는 압전체가 주

로 사용되며 사용환경에 따라 다양하다. 소자는 저온용

및 고온용, 저압용, 고압용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각각

감도 및 퀴리온도 등의 특성 차이를 보인다. LNG발전

기의 가스 터빈실에 사용되는 것은 고온 및 고압 진동

용의 동압센서로 이에 맞는 소자를 선택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동압감지소자로 LGT(lanthanum

gallium tantalate)를 사용한 고온, 고압용 동압센서를

개발하고, 그 출력 특성을 분석했다.

2. 센서 구조 및 설계

2.1. 압전체의 압전효과 및 LGT 의 특성

본 연구에서는 압전체 LGT를 사용하여 동압센서를

개발하였다. 압전체는 넓은 주파수 대역, 빠른 응답 특

성, 내구성이 좋고, 소형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동

압센서의 소자로 적합하다.

압전체의 압전효과는 압력을 가한 방향과, 전기적

신호가 출력되는 방향에 따라 Longitudinal Effect,

Transverse Effect, Shear Effect로 구분된다. Fig. 1은

Longitudinal Effect를 나타낸 것이다.

Fig. 1에서 Qx는 전하를, Fx는 힘을 나타낸다. d11을

전하 상수, 압전체의 수를 N이라 하였을 때 Longitudinal

Effect는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Qx = d11 * Fx * N (1)

식 (1)에서 전기적 출력은 가해준 힘과 압전체 Qx =

d11 * Fx * N 수와 비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7-8].

또한 압전체의 두께와는 관련이 없음으로, 감지소자가

수용되는 일정한 공간이 주워졌을 때, 압전체 두께를

줄이고 개수를 늘려 전하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압전체 중 하나인 LGT는 고온고압의 동압측정용 감

지소자로 매우 적합하다. 용융 온도가 1450oC로 매우

높으며, 전기기계 결합계수가 석영보다 두 배 이상 크고,

최대 600oC 의 높은 온도에서도 안정적인 상태의 압전

계수를 가지며 높은 전기저항(108 Ohm·m@540oC)을 가

지고 있어 고온고압용 동압센서의 감지소자로 매우 적

합하다[9]. 

Table 1에 LGT(Lanthanum gallium tantalate)와 석영

의 특성을 비교한 표를 나타냈다.

LGT는 Table 1에서와 같이, 비유전율이 석영의 약

17배, 전하 상수가 약 2.8배로 감도가 좋으며, 퀴리온도

가 존재하지 않아 안정적인 전기신호를 출력할 수 있

는 감지소자다. 또한 사각, 디스크, 원형 등 기계적 가

공이 가능하며 소자 표면에 크롬(Cr) , 금(Au)의 물질

을 분사 공정으로 금속박막을 증착할 수 있어서, 여러

형태의 구조로 센서 패키지가 가능하다.

2.2. 센서 설계 및 제작

동압센서 제작에 사용된 LGT는 두께가 0.5 T이며 총

9개를 사용하였다. Longitudinal Effect를 사용했으며 두

께 50 um의 스테인레스를 전극으로 사용하였고, LGT를

적층(multi Layer)형태로 배치하여 센서의 출력 값이 증

Fig. 1. Longitudinal effect.

Table 1. The key physical properties of LGT and Quartz

are compared in a table.

Properties NAVY Symbol LGT Quartz

Relative dielectric 

constant
K=εT33/ε0 80.3 4.6

Curie temperature Tc - 570

Piezoelectric charge 

constant

−d11 6.5 2.3

d14 4.7 0.9

Piezoelectric voltage 

constant

−g11 38 58

g14 27.7 18

Young's modulus
YE

11 11 7.8

YE
33 19 10.4

Frequency constant 
NL 2870 -

NT 1320 1666

Elastic compliance
SE

11 9.0 12.8

SE
33 5.2 9.6

Density ρ 6.13 2.65

Q-value Qm 50000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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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센서의 구조는 Fig. 2와 같다.

스테인레스 전극과 LGT로 이루어진 적층은 감지소

자 지지대와 다이어프램 사이에 배치되어있으며[10].

적층을 보호하는 하우징, 다이어프램, 감지소자 지지대

는 인코넬(Inconel)을 사용하여 고온에 견딜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절연세라믹은 적층의 양쪽 끝 면에 배치되

어 적층과 다이어프램, 적층과 감지소자 지지대를 절연

시키는 용도로 사용하며, 고온용 케이블을 이용하여

LGT의 전기적 출력을 외부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3은 동압센서의 제작순서를 나타낸다.

우선 센서지지대에 고온용 케이블이 통과될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고온용 케이블을 삽입, 고정한다(a). 센

서 지지대 위에 절연 세라믹, LGT, 스테인레스 전극을

적층형태로 쌓아 형성하고(b), 하우징 후(c), 다이어프

램을 장착한 후 감지소자 지지대, 하우징, 다이어프램

을 용접하여 마무리한다(d).

Fig. 4는 제작된 센서의 외형을 나타낸다.

2.3. 특성평가 장비 구성

Fig.5는 압력센서 계측 시스템의 블록도를 나타낸다.

실험에서 동압출력, 인가 압력에 대한 센서의 출력

및 고온에서 동작 여부를 확인하였다. 측정 시스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PCB사의 압력 입력 장치를 이용

하여 공기압을 만들고, 다이어프램에 공기압을 인가하

여, 인가 압에 따른 신호를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구성

하였다. 센서와 측정 장비 간에 정확한 측정을 위해 공

기압의 누설이 없도록 압력 입력 장치에 장착하였고,

센서의 출력신호를 전하증폭기에 연결하여 출력 전압

값을 확인하였으며, 잡음제거 변압기를 사용하여 전원

잡음 및 저주파 잡음을 최소화 하였고, 오실로스코프를

통해 출력 파형의 형태를 관찰하였다.

Fig. 2. Structure of dynamic pressure sensor.

Fig. 3. Fabrication process of a pressure sensor.

Fig. 4. Appearance of a pressure sensor.

Fig. 5. Sensor measurement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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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성평가 및 고찰

제작된 센서의 동압 동작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압

력 입력 장치를 이용하여 공기압을 센서 다이어프램에

인가하였다. 압력 입력 장치의 공기압이 센서 다이어프

램에 전달되는 시간을 파악하기 위해 PCB사의 표준센

서(102M205)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Fig. 6은 표준센

서를 사용하였을 때 출력 특성 파형이다.

400 kPa의 공기압을 가했을 때 출력 값은 2.56 V로

나타났으며, 신호상승시간이 16 ms로 압력입력 장치의

공기압 인가시간을 확인하였다.

 동일한 장비로 본 연구에서 제작된 동압센서의 출

력 특성을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7과 같다.

400 kPa의 공기압을 가했을 때 출력 값은 1 V로 나

타났으며 신호상승시간은 16 ms(62.5 Hz)로 압력 입력

장치의 공기압 인가 시간과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Fig. 8은 인가 압력의 크기에 따른 출력 특성을 나타

낸다.

출력 신호의 측정은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하였고, 각

압력에서 오프셋전압과 최대 피크 값의 차의 값으로

감도를 계산하였다. 제작된 센서의 감도는 2.1 mV/kPa

이며, 출력 값의 비선형성은 2.5%FS로 나타났다. 오차

값은 프로브 저항, 케이블의 움직임에 따른 캐패시턴스

값의 변화로 나타난 것이다.

Fig. 9는 제작된 동압센서의 온도 특성을 나타냈다.

500oC의 환경에서 약 1시간 센서를 가열한 후 측정한

출력 특성을 나타낸다.

실험 결과 500oC의 환경에서 센서의 출력은 안정적

이었으며, 비선형성은 1%FS이내로 나타났으며, 감도변

화폭(sensitivity shift)은 최대 10%인 것을 확인하였다.

Fig. 6. Output characteristic of 102M205.

Fig. 7. Output characteristic of pressure sensor.

Fig. 8. Output voltage of pressure sensor.

Fig. 9. Output voltage of pressure sensor at 25oC, 500oC

environment.



LGT를 이용한 고온, 고압용 동압 센서 개발 21

Journal of KSDT Vol. 11, No. 2, 2012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압전체 LGT를 이용하여 동압을 측정

할 수 있는 고온, 고압용 압력센서를 제작하고, 동압

특성, 감도 온도 특성을 분석하였다. 동압 특성을 확인

하기 위해 PCB사의 표준센서(102M205)를 이용하여

압력 입력 장치의 공기압의 인가 시간(주파수)를 확인

하고 제작된 센서의 출력을 확인하였다. 출력감도는

2.1 mV/kPa이고 비선형성은 2.5%FS이며, 500oC의 고

온 환경에서 비선형성은 1%FS, 감도변화폭(sensitivity

shift)는 상온과 대비하여 최대 10 %인 것을 확인하였

다. LGT를 이용한 고온고압압력센서는 고온의 환경에

서 사용할 수 있는 소형, 경량의 압력센서로 이용 가능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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