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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il sensor 의 간략한 소개 

포티를 대체할 수 있는 호일 센서  

위치센서는 스크린 프린트를 이용한 전도플라스틱 저항체를 호일에 심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스페이스에 의해 컬렉터로서 반도체 실버와 반응하는 커버호일과 분리된다.  또한 잘 붙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커버호일에 어떤 압력이 가할 시 하부의 기본호일에 접촉이 생기고 장소에 

따른 전압이 발생된다.  이러한 기능은 바로 전통적인 포텐시오 미터와 일치하며 다음과 같은 

많은 가능성이 있다. 

• 센서가 작동치 않으면 콜렉터호일이 전도플라스틱 기본호일과 어떤 접촉도 생기지 

않는다.  

• 센서가 작동한다면 생성되는 위치전압으로 즉시 

어떤위치에 작동이 이루어지는지 확인이 된다. 

• 작동위치가 변한다면 출력전압도 변화한다.  

• 센서가 2 개의 위치에서 작동한다면 가압점사이에 

차이가 측정되며 이것은 종래의 포티로는 가능치 

않은 것이다. 

• 마지막 포인트 및 기술적으로 가혹한 환경조건에 대한 독특한  내구성이 전통적인 포티가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가능서을 보여준다. 또한 낮은 0.5mm 의 조립형태, 

호일센서하단의 접착성으로 불규칙한 표면위에 까지 부착할 수 있는 특성을 들수 있다 

슬라이더 불필요성 

전통적인 포텐시오미터시스템에 있는 슬라이더는 이름그대로 마모가 생기는 것을 알려준다. 

호일센서에서는 scan 펜이 컬렉터호일에 압력을 가하며 mm 정도로 전기적인 접촉이 생길 

때까지 굽어진다. 이러한 가압점의 이동으로 POM 플라스틱 ( Polyoxymethylen; Delrin )으로 된 

접촉 펜의 사용으로  내마모 성의 폴리에스터 호일에는 수백만번의 작동에도 그리고 펜 자체에도 

어떠한 마모도 발생하지 않는다.  

센서내부에 마찰이 생기지 않고 다만 매끄러운 접촉이 생기기 때문에 내구성에 영향을 줄 어떠한 

마모도 생길 수 없다. 

스캔펜은 다만 0.5 에서 1.5N 의 하중에서 약 0.25mm 의 변위를 가져오며 측정되는 위치의 값을 

센서로 보내주게 되는 것이다.   

또한 전통적인 포텐시오미터에서는 보통 정확하고 넓은 운동축이 필요한 데 비하여 

호일센서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이루어진다.  그 이유는 직진 및 원형오차가 조정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종래의 포티는 다만 전환기어나 선로를 통해 도달할 수 있는 측정 거리가 적합한 

기하학적 형태에 의해 가능하다.  

저항체의 특별한 설계 적용에 의해 호일센서 기술은 dead zone 없이 100% 범위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  500 mm 의 길이가 측정 하여야 할때 여러개의 센서를 조합하거나 전 

측정범위에  확인 된 거리에 맞는 스위치를 확장할 수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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