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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레벨센서 접촉해석 및 출력특성 선형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ontact Analysis and Linearization of Pressure Level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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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저장용기 등의 수위 측정에 사용되는 산업용 

압력 레벨센서는 반도체형 압력센서를 활용한 방

식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신호 증폭기를 

포함한 각종 보상회로의 패키징 비용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서, 이를 대

체하기 위한 저가형 레벨센서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상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미세한 금속박

막과 저항체로 구성된 압력스위치 어레이와 압력

에 의해 탄성변형된 전도성 다이아프램과의 물리

적 접촉에 의한 전기저항 변화를 이용하여 단계별 

압력을 검출하는 새로운 측정원리가 제안되었고
(1)(2)

, Fig. 1에 나타낸 것처럼 반도체 공정을 활용한 

프로토타입의 제작 및 특성실험을 통해서 제안한 

압력 레벨센서의 타당성에 대해서 검증하였다(3)
.

본 연구에서는 제안한 압력 레벨센서의 출력특

성에 대한 선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존의 

금속박막 및 저항체의 간격조절에 의한 선형화보

다는 일괄 도포시킨 저항체의 단면적을 조절함으

로써 제조공정의 개선 및 보다 실용화에 적합한 

압력 레벨센서를 구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엄밀한 접촉해석에 의한 주요변수의 선정과 선형

화를 위한 저항체 패턴 설계가 수행되었다.

Fig. 1 Photocopies of the fabricated prototype pressure 

level sensor with silicon process

2. 접촉해석

센서 칩에 관한 형상 사이즈(2)와 사용압력 10bar

까지의 최대응력 값을 고려하여 Si 다이아프램 두

께 t = 50µm로 설정하고 다이아프램과 저항체 사이

의 갭 g 을 변화시켰을 때의 인가압력에 따른 다이

아프램 접촉길이 해석결과를 Fig. 2에 나타낸다. 

공정 용이성을 고려하여 선정한 갭 30µm인 경우, 

압력 10bar에서 접촉길이는 1.53mm이고 최대응력

은 526MPa로 확인된다.

 

Fig. 2 Analysis results of  contact length

Fig. 3 Model for linearization of resistance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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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Linearization results for resistance pattern 

Fig.5 Resistance pattern for fabrication process

3. 출력특성 선형화

제안된 압력 레벨센서의 인가압력에 따른 접촉

길이의 비선형성을 보정하기 위해서는 도포하는 

저항체 패턴을 적절히 설계할 필요가 있다. 저항체 

패턴을 Fig. 3과 같이 가정하면, 다이아프램 중심인 

원점에서 임의의 거리 x 에서의 미소면적에 해당하

는 저항 ΔR은,

     ′×


               (1)

이며, 여기서 t'는 저항체 두께이고 ρ는 저항률이

다. 인가압력 P에서 접촉길이 x의 관계를

                                  (2)
로서 정의하고, 선형화를 위해서 인가압력에 따른 

저항변화가 일정하다고 고려하면,

  

   (여기서, c는 상수)           (3)

이고, Chain rule에 의해서

      

 





                  (4)

이다. 식(1)~(4)로부터, 식(5)를 도출할 수 있으며,  

     ′×



                 (5)

Fig. 2의 결과에서 Curve fitting을 통해서 dx/dP를 

유도하면, 결과적으로 출력특성의 선형성을 보정

한 저항체 패턴 만곡도 h(x)를 구할 수 있다.

해석결과의 일례로서, Pyrex glass에 t'=100nm 

두께로 도포된 ITO 저항체의 실측 저항률 ρ= 

9.2×10-4Ω∙cm를 사용하고 c=5,000으로 설정한 경

우 얻어진 해석결과를 Fig. 4에 나타낸다. 상단은 

인가압력에 대한 저항체 패턴 형상을, 중단은 X축 

좌표로 변환한 경우의 패턴형상을, 하단은 압력에 

따른 저항변화를 나타내고 있으며 일련의 선형화 

알고리즘을 거쳐서 저항변화가 선형적으로 이루

어진 것을 알 수 있다. Fig. 5는 실제 다이아프램의 

중심에서 1상한(사분면)에 해당하는 저항체 패턴

을 나타내고 있다. 향후, 설계결과를 바탕으로 센서

를 제작하고 특성실험을 수행할 예정이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압력 레벨센서의 출력특성에 대

한 선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접촉해석에 의한 

주요변수의 선정과 선형화를 위한 저항체 패턴 

설계가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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