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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il Sensor 의 기본 원리 

새로운 개념의 현대적인 개념의 디자인과 컨셉을 가진 

low cost 의 제품인 foil sensor 는 앞으로 전통적인 

potentiometer, position, angle sensor 를 대체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센서관련 많은 기술과 제품이 시장에 나와 

있다.  당사는 새로운 기술의  형태를 가지는 호일 

센서를 소개하고자 한다. 

 

다양한 형테의 거리, 각도를 측정하는 호일 센서 

호일센서 (거리 및 각도센서) 어떻게 작동하는가? 

포텐시오 미터나 가변저항은 우리에게 라디오나 전축등으로 부터 잘 알려져 

있으며 친근해 져 있다.    우리는 볼륨이나 체널을 돌려 세기나 방향을 조정한다. 

기술적으로 그러한 동작에서 어떠한 것이 일어나는가? 저항선로에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경우에 따라 어떠한  한 지점의 조정위치에 따라 조정범위의 

전체거리에 따라 비율적으로 전압(음악신호)이 발생한다. 

이러한 원리가 호일센서에도 적용이 된 것이다.  라디오 포텐시오 메터와의 

본질적인 차이는 호일센서에는 다만 측정선로가 실제 작동할 때 신호가 

인식된다는 것이다.   

 다만 꼭지를 누를때만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비교될 뿐일 것이다 

호일 센서의 측정선로가 작동할때 어떤위치에서 작동이 이루어지는가 인식될 수 

있다.  그림에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커버호일이 압력이 가해질 때 tapping 

electrode 와 저항체와의 접촉이 이루어진다.  그리하여 회로는 어느곳이 

순간적으로 눌러졌는가를 확인 할 수있다.  

라듸오의 볼륨조정버튼과 또 다른 점은 여러 위치에있는 호일 센서의 측정선로위가 동시에 눌러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회로가 눌러진 위치사이에 거리를 확인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은 이러한 작동원리를 

잘 보여주고 있다. 

첫번째의 경우에 있어서 측정시스템이 하나의 고정위치로서 이루어지지만 

즉 확실한 지정점이 있어야 하지만 2 번째 그림에서는 2 점이 측정센서의 

어느 위치에 있건간에 다만 2 개의 압력지점사이의 차이만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다수의 측정을 하는 경우에는 더욱 흥미가 있을 것이다.  

의류산업의 한 실례로 바지의 길이를 측정시 호일센서 선로를 가진 측정대위에 바지를 올려 다만 허리부와 

바지하단을 누름으로써 표시만 하면 충분하다.  나머지는 전자컨트롤러가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처리한다.  

 왜 호일센서가 필요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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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텐시오 메터측정스템에 따른 호일센서와 전통적인 거리 / 각도센서를 비교하여 보자. 

포텐시오 메터의 기본원리에서 거리 및 각도센서는 이미 여러가지 형태로 시장에 

존재하고 있으며 많은 경우에 적용되어 오고 있으며 또한 전통적인 센서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적지않은 비용이 부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호일 센서의 장점 및 특징 

* 기밀에서 우수하다  

호일 센서는 다층의 호일을 영구접착성의 아크릴 접착제를 사용하여 

견고하고 영구적으로 외부의 기밀을 유지하며 센서부분은 특히 외부 온도, 

압력, 기타 영향으로 터  보호한다. 올바른 조립시에 기밀보호는 IP 65 가 

가능하다. 

전통적인 가변저항센서와 비교하여 호일센서는 또한 가혹한 환경조건하에, 

먼지나 습기하에서 저항이 보호된다 

 외부의 충격이나 더러움으로 부터 보호되기 때문에   센서내부에 접점은 

영향을 받지 않으며 물. 먼지등도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 내마모성  

전통적인 포텐시오미터 시스템에서는 마찰이 항상 영향을 주며 슬라이더 

자체가 마모성을 가진다. 

거리와 밀접한 위치전압의 접촉을 위해서 슬라이더가 필요하며 실제로 센서의 

저항체에 직접적으로 하중을 주는 판스프링(Contact)이 지정된 위치로 이동하면서 저항이 변한다.  그러므로 

저항층 또는 슬라이더가 언제 마모될 것인지가 내구성을 결정한다.  슬라이더에 먼지나 마모가 성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슬라이더의 올바른 채택을 통하여 (눈치우는 쓸판처럼 ) 표면위에 더러워짐을 옆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이것은 물론 비약된 표현이기는 하나 어떠한 소재를 선택 하든지 간에 저항부나 슬라이더 자체의 마모가 

불가피하다.   

호일센서 에서는 호일카버위로 직접내려오는 압력을 이용하여 접촉이 이루어진다.    탄력적인 상부호일이 

밀리미터의 단위로 아래로 휘어지며 센서내부에도 마찰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그 

결과 마모가 생기지 않으며 센서의 내구성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접촉을 위해 

사용되는 슬라이더는 단지 적은 압력으로 센서호일을 접촉함으로써  전기적으로 

변환하는 역활만을 한다.  여기에 약 0.5 – 1.5 N 의 하중이 가해지고 그 거리도 다만 

0.25mm 정도이다.  슬라이더 자체도 전도체일 필요도 없다.  적합한 슬라이더 소

선택에 있어서 예로써 POM (polyoxymethylen, 상품명: Delrin) 은 우수한 내구적인

특성때문에 오랜 작동후에도 슬라이더나 호일카버에 어떠한 마모도 주지 않는다. 

재의 

 

* 낮은조립 높이(plan technology) 

전통적인 센서에서도 이미 평탄한 정도로 개발 되어 있으나 기계적인 부품의 설계를 통해 최소의 높이를 

호일 센서에 있어서는 다르다.  호일의 디자인을 통해 미리미터의 조립높이는 당연히 어렵지 않으며 고정을 

.    

* 추가 부품이 필요치 않다. (No additional slide) 

제한.조건화 하여야 한다. 이러한 것은 기술적.상용화에 복잡한 관계를 발생시킨다.  

위해서도 다른 추가 부품이 필요치 않다.  뒷면은 접착성으로 평면이나 휘어진 면에 어려움 없이 붙일 수 있다

번거로운 나사체결은 필요치 않으며 센서의 적합한 구조에서 위치 조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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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포텐시오 메터를 사용한 센서에서는 직진 또는 원형운동을 손실없이 센서로 전달하기 위한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다. 축과 원방향의 공차가 보정되어야 하며 정밀부품에서는 작은 회전운동까지도 슬라이더로 

 없이 표면에 접촉할 수 있다.  호일위치에 의해 

접촉이 이루어지며 전체표면이 계속적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것이 기계적인 부품을 절감하여 주고  자유로운 

 

전달키위하여 많은 비용이 드는 베어링이 필수불가결이다.  

호일센서는 추가슬라이더 없이도 사용되며 불필요한 외둘러옴

접촉을 하도록 한다. 센서의 적용 가능한 범위는 다만 접촉되는 거리만 필요할 뿐 전통적인 센서처럼 추가 연결

기어나 선로를 통해 작동될 수 있는 것과는 다르다. 

기술적인 해결 (Technical Solution) 

호일센서의  전체는 기본소재인 특별한 전기전도저항물질인 저항체가  심어진 고품질의 폴리에스터호일 

(하부호일)과 압력이 가해질 때 위치 및 거리를 전기적으로 인식하는 반대극을 입힌 상부호일과의 일정한 간격을 

다.  유지하는 Supporter (스페이서)를 통해 낮은 위치에서도 저항체를 분리 유지한

작동원리(Function principle ) 

위치센싱의 측정기본원칙은 전체의 변화거리에 따른 전기저항체에서 비율에 따른 

전압의 변화가 생기며, 원하는 위치에서 측정이 이루어지는 포덴시오 미터 기술에 의한 

 기본원칙은 저항체와 초기및 종료위치사이에서 작동하는 측정단자가 서로 

접촉하는 저항선로의 동시스위치에 근거한다.  이로써 길이로 표시된 구간과 밀접한 

력을 가한다면 압력이 가해진지점에 상부슬라이더 전극이 몸체의 저항체와 

작동하여 전기적 접촉을 가져오게 된다. 저항체에 의해 슬라이더 전극에 가해진 위치전압이 evaluation 

체측정구간에 압력이 가해 진다면 표시된 측정구간이 

길이에 저항체와 슬라이더단자에 의한 저항값의 동시 스위치가 이루어진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저항체에 

것이다.  

차이측정의

 것이다.  성능부여에 따라서 같은 센서로서 다른 평가분류도 가능하다. 평가자체도 

r)를 이용하여 측정결과를 정보 신호로 바꿀 수 있다. 

* 한개의 압력가점에서 의 위치측정 

거리측정을 위해 상부커버호일에 압

electronics 로 유도된다. 이경우에 위치 측정이 몸체의 3 연결단자에 연결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 2 개의 압력가점 사이의 위치측정 또는 넓은범위압력측정 

거리측정위해 동시에 측정구간의 처음과 끝이 표시되거나 전

저항값의 변화가 오는 것이며 evaluation electronic 을 통하여 감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정을 위하여 

저항체의 2 개의 전극연결을 필요로 하며 이를 통하여 저항의 변화가 기록될 수 있다. 

획기적인 독창성 

* 센서의 다양한 적용가능성 

 silk print 생산을 이용하여 밀리미터(mm)보다도 낮은 높이를 설계할 수 있어 

무엇보다 그러한 평면의 적용조건에 우선적으로 장점을 가지고 투입할 수 있다. 

여 생산할 수 있으며 원하는 위치에 (예컨데 

책상위, 금속위, 홀, 홈, 기타) 접착이 가능하다.  

호일센서의 호일기술에 있어서

* 부착성 테잎을 할 수 있다(고객의 사양에 따른 self-adhesive) 

호일센서의 성능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않고 면에 접착제를 도포하

* 자유로운 기하학적 형태설계 

저항체의 저항 변화가 오는

적합한 장치(A/D Conver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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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일센서의 실크프린트기술의 생산을 통해 센서를 측정구조에 부합 할 수 있도록 하며 원하는 형태의 설계를 할 수 

있다.  직선 거리뿐 아니라 휘어짐, 각도측정 및 기타 많은 측정공정에 적용이 가능하다.  

 생산할 때 회전각도를 360 도로도 가능하며 사용하지 않는 지역(dead zone)없이 

100% 압력위치의 지속적인 센싱을 가능하게 한다.   

* 원형의 구조로 생산가능 

호일센서를 원형(radius)으로

기술적인 길이나 넓이의 해결 

* 센서를 조합.연장 

다수의 호일센서를 조합함으로써 전체길이를 단일센서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다.  

의 전기적 측정가능한 오프셋 점을 삽입함으써 즉 

접촉스위치를 통하여 전체길이를 늘이지 않고 기본측정구간의 

  

정할 수 있다. 

* 오프셋 측정 

하나 또는 다수

연장이 가능하다. 

* 2 동일센서 연장을 통한 차이 측정

0 점 조정없이도 기본 측정 포인트를 설

 

정확한 조정 및 측정에 관하여

* 조정극과 소프트웨어 특성(Ca

추가전극의 사용을 통하여 원하는 스케일에서의 자동조정을 할 수 있다.  

전극은 측정데이터 작업시 측정의 전체구간의 고유특성 하자의 조정이나 

절대오차율의 최소화 에 기여할 수 있다. 

데이터처리 및 동시의 전원공급은 컴퓨터와

측정범위를 적합한 평가컨트롤러와 연결한다면 어떠한 컴퓨터에서도 직접 pc 에 맞는 처

접속포트인 RS 232C/V.24 에서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전원 장치인 바테리, 아쿠, 네트등의 사용이 

필요치 않다 

 

libration electrode and software linearity) 

측정하는 동안 에도 측정조건에 따라 지속적인 조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추가 

 연결 할 수 있는 RS port 사용이 가능하다.

리를 위한 측정데이터의 

준비가 가능하다.  여기에 평가컨트롤러와 함께 전체 측정범위의 적은 전류사용으로 완전한 전원공급이 규정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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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obile-Tech 
as your technology solution partner 

 

실제 사용되는 검사기구의 회로도 (Evaluation Kit ) 

 ( 12-Bit A/D-Converter 와 8 개의 센서의 측정이 가능한 연결단자) 

 

 

Basic Technical data 

 

Description               : sensor foil for position and angle sensor in polyester 

                                   based on resistance value measurement  

 

Geometry                  : Linear or radial  

 

Linearity                    : ca. 2%  

 

Resistance value      : adjustable by silk print geometry 

 

Temperature             : operating -30  -----  +70 degree 

                                    Storage   -40  -----  + 80 degree    

 

Load currency           :  < 5 mA 

 

Electrical connection: free position as polyester flat cable with clamp connection 

                                   2,54 mm = 1/10 " 

 

Maximal Size            : 50 x 60 cm 

    

Thickness               :  Standard ca. 0,5 mm, variable to construction 

 

Function pressure  : ca. 1 - 3 Newton, independent on cover foil  

 

Function distance  : 0.2 mm,  variable to  construction 

 

Protection :  IP 65 ,dependent on installation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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