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미나 자료

회로설계 기초 부품 소개회로설계 기초 부품 소개

- 저항 (Resistor)

- 콘덴서 (Capacitor)콘덴서 (Capacitor)

- 인덕터 (Inductor)

- 레귤레이터 (Regulator)레귤레이터 ( egu a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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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자료

저항 (Resistor)

*) 저항의 종류) 저항의 종류

1)  고정저항

일반저항 - Axial Type

정밀급 저항 온도 습도에 변화가 적은 저항정밀급 저항 - 온도 습도에 변화가 적은 저항

칩저항 - SMD 용 (고밀도 회로에 적용) 

어레이저항 - 공통 핀 형태 또는 개별저항형태로 나뉨

2)  가변저항

-- 일반적으로 볼륨이라 부르는 VR저항이며 보통 사용하는 볼륨은 300도 이내지만

10회전 이상 가능한 포텐셔미터용 다회전 VR도있다

자주 변화를 하여야 하는 음량조절이나 속도제어등에 사용 Micom 회로 에서는

볼륨 대신 D/A 콘버터를 사용하여 원하는 출력을 제어

3) 반고정 저항3)  반고정 저항

-- 전자기판(PCB) 에 부착용으로 주로 사용되며 기준전압 세팅이 변화 할 가능성이

높은부분에 사용 하여 필요시 마다 드라이버로 미세조정 하여 저항값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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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자료

저항 (Resistor)

*) 저항의 재질

카본(탄소) 피막저항 일반적인 저항 재질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저가형 저항

카본 솔리드 저항 탄소수지 등 무기물을 혼합 하여 사용 고주파 기기용으로 적
합합

금속 피막저항 금속 합금(니크롬 외)을 사용 정밀도 높고 내구성이

탄소피막보다 뛰어나서 아날로그 회로등에 사용됨

산화금속저항 산화금속을 피막으로 사용 금속 피막보다 내구성이 떨어지나

열특성이 우수 또한 전원회로 같이 전류가 큰 때에 대적력용

으로 사용

권선형 저항 니켈구리 합금선을 이용하여 법랑 또는 특수시멘트로 제작

소비전력이 많은 부분에 적합하여 3W급 이상으로 많이 사용

정밀용 권선(코일) 저항은 안정성이 좋아 계측기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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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자료

저항 (Resistor)

*) 칩 저항 사이즈 및 용량

사이즈(인치) 정격전력 최고사용전압 저항치 범위

0603(0201) 1/20W 25V J급 10 10M / F급 10 10M

) 칩 저항 사이 및 용량

0603(0201) 1/20W 25V J급 10~10M   / F급 10~10M

1005(0402) 1/16W 50V J급 1.0~10M  / F급 10~ 2.2M

1608(0603) 1/10W 50V J급 1.0~10M / F급 10~ 2.2M1608(0603) 1/10W 50V J급 1.0 10M  / F급 10  2.2M

2012(0805) 1/8W 150V J급 1.0~10M  / F급 10~ 2.2M

3216(1206) 1/4W 200V J급 1.0~10M  / F급 10~ 2.2M

3225(1210) 1/4W 200V J급 1.0~3.3M / F급 10~ 1.0M

5025(2010) 1/2W 200V J급 1.0~560K / F급 10~ 180K

( ) 급 / 급6432(2512) 1W 200V J급 1.0~100K / F급 10~ 82K

*J급 (± 5%)  F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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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자료

저항 (Resistor)

*) 저항 읽는 법

-세자리 표시
앞두자리 유효숫자
뒤 한자리 자승뒤 한자리 자승
Ex) 103 = 10 x 10³ = 10Kohm

-네자리 표시
앞세자리 유효숫자앞세자리 유효숫자
뒤 한자리 자승
Ex) 1432 = 143 x 10² = 14.3Ko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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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자료

콘덴서 (Capacitor)

- 콘덴서란 전기를 축적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전기를 축적하는 기능 이외에 직류전류를 차단하고 교류전류를 통과시- 일반적으로는 전기를 축적하는 기능 이외에 직류전류를 차단하고 교류전류를 통과시

키려는 목적에도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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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자료

콘덴서 (Capacitor)

*) 콘덴서의 종류 - 1) 콘덴서의 종류 1

- 콘덴서는 용량을 늘리기 위해 사용한 유전체의 재료에 따라 많은 종류가 있다.

- 용량, 내전압, 주파수 특성, 누설 전류, 내부저항 등등을 고려하여 선택사용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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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자료

콘덴서 (Capacitor)

*) 콘덴서의 종류 - 2) 콘덴서의 종류 2

콘덴서 종류 특징 사용방법

전해 콘덴서 비교적 용량이 큼(0 1 15000 F) 직류회로의 전원필터나 교류회로의전해 콘덴서 비교적 용량이 큼(0.1~15000uF)
극성이 있음
정격 전압이 있음(2V~500V)
오차가 크다 (±20%)

직류회로의 전원필터나 교류회로의
커플링으로서 사용
사용가능 주파수가 비교적 낮기 때
문에 주의 필요차가 다 ( 20%)

저주파 대역용(DC~수100kHz)
문에 주의 필
오디오용 특별 저잡음형 종류도 있음
2개의 리드선 중 긴쪽이 플러스 극임

탄탈 콘덴서 비교적 용량이 큼(0.1~220uF) 주파수 특성이 비교적 좋기 때문에
극성이 있음
정격 전압이 있음(3V~35V)
주파수특성이 우수(DC~수10MHz)

노이즈 진폭 제한기나, 바이패스, 커
플링, 전원 필터로서 사용함
2개의 리드선중 긴쪽이 플러스극임
(SMD의 경우 줄이 있는 부분)(SMD의 경우 줄이 있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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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자료

콘덴서 (Capacitor)

*) 콘덴서의 종류 - 3) 콘덴서의 종류 3

콘덴서 종류 특징 사용방법

세라믹콘덴서 비교적 용량이 작음(수 F 수 F) 고주파 대역에서 사용에 적합하기세라믹콘덴서
적층 콘덴서

비교적 용량이 작음(수pF~수uF)
정격전압이 있으며, 고전압용도 있
다(25V~3KV)
온도 보상용으로서 온도계수가 관

고주파 대역에서 사용에 적합하기
때문에 고주파용 바이패스, 동조용, 
고주파 필터로서 사용함

온 상용 서 온 계수가 관
리되는 것이 있다.
극성이 없으며, 오차가 크다(±20%)
적용 주파수 대역이 넓다(수kHz~수
GH )GHz )

전기 이중층
콘덴서

대용량의 콘덴서(0.01~0.5F)
정격 전압이 비교적 낮다
(수 V가 일반적)

직류의 축전 용, 배터리의 대용으로
서 사용할 수 있지만, 대전류 공급
은 어려우며 메모리의 백업 전지 대(수 V가 일반적)

주파수 특성은 나쁘다
은 어려우며 메모리의 백업 전지 대
용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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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자료

콘덴서 (Capacitor)

*) 콘덴서의 용량 읽기) 콘덴서의 용량 읽기

-전행 콘덴서, 탄탈 콘덴서, 전기 이중층 콘덴서

⇒표식이 되어진 수치를 그대로 해석할 수 있다.

ex) 10uF / 16V  

-세라믹 콘덴서세라믹 콘덴서

⇒ 일반적으로 하기 3 자릿수의 수치 표현으로 되며 단위는 pF을 기준으로 한다

ex) 103    앞 두자리 유효, 뒤 한자리 십의 자승 즉 10 x 10³ [pF]  =  10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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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자료

콘덴서 (Capacitor)

*) 콘덴서의 온도 및 오차

코드 오차 온도특성 기준온도

COG 0± 30ppm -55 ~ 125 25도

X7R ±15% 55 125 25도X7R ±15% -55 ~ 125 25도

Y5V +22 ~  -82% -30 ~ 85 25도

코드 오차 코드 오차

C급 ± 0.25pF D급 ± 0.5pF

F급 ± 1% G급 ± 2%F급 ± 1% G급 ± 2%

J급 ± 5% K급 ± 10%

M급 ± 20% Z급 +80% ~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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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자료

인덕터 (Inductor)

- 전류와 전압를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3대 요소 중 하나로, 

전류를 안정시키려는 특징을 가진다전류를 안정시키려는 특징을 가진다.  

- 회로의 기호는 “L” 이며 유도력(Inductance)의 단위는 H(Henry)이다.

- 전원부에서 스위칭 레귤레이터와 함께 전류 안정화의 용도로 자주 쓰임

- 기본단위는 uH이고, 칩 형태는 pH이다. 

Ex) 102 = 10x10²uH = 1nH     칩 : 472L = 47x10²pH = 4.7uH 

- 기본수식

걸리는 전압 :  V = L(di/dt)

흐르는 전류 :  I  = (1/L) ƒ V dt

직렬 연결시 :  L = L1 + L2

병렬 연결시 L 1 / ((1/L1) (1/L2)) (L1*L2)/(L1 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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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자료

인덕터 (Inductor)

*) 인덕터의 종류 - core의 유무에 의한 분류) 인덕터의 종류 core의 유무에 의한 분류

인덕터 종류 특징

공심 인덕터 내부에 코어가 없이 단순히 코일만 감아놓은 형태공심 인덕터 내부에 코어가 없이 단순히 코일만 감아놓은 형태
아주 작은 인덕턴스
수백 MHz 이상의 높은 주파수회로에서 사용. 

철심 인덕터 철심코어 위에 코일을 감은 인덕터철심 인덕터 철심코어 위에 코일을 감은 인덕터
심의 재료는 주로 실리콘성분이 포함된 강판 사용
직류에서 수십 KHz까지의 낮은 주파수에서 사용. 

자심 인덕터 철심 인덕터는 주파수가 높아지면 손실(와류손)이 커져서 실용적이지 못자심 인덕터 철심 인덕터는 주파수가 높아지면 손실(와류손)이 커져서 실용적이지 못
하므로 자심 인덕터를 사용. 
DUST 코어와 FERRITE 코어로 나뉨
더스트 코어는 대전력의 RF회로에, 
페라이트 코어는 광대역 회로에 주로 사용(전자에서 일반적인 코어 지칭)
경도가 약하여 파손에 주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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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자료

인덕터 (Inductor)

*) 인덕터의 종류 - 권선방법에 의한 분류) 인덕터의 종류 권선방법에 의한 분류

인덕터 종류 특징

SOLENOID 전형적인 권선방법SOLENOID
권선

전형적인 권선방법
코일을 길다란 원통형으로 감은 모양의 인덕터.

단일도선
인덕터

단순히 하나의 도선만으로 구성되는 인덕터로 인덕턴스는 작음
중간에 튜브 모양의 페라이트 비드를 끼워서 인덕턴스를 높이는 방법을 쓰인덕터 중간에 튜브 모양의 페라이트 비드를 끼워서 인덕턴스를 높이는 방법을 쓰
기도 함
PCB의 PATTERN을 길게 만들어 인덕터로 쓰는 방법도 있음. 

TOROIDAL 솔레노이드 권선을 도넛모양의 폐회로 구성TOROIDAL 
권선

솔레노이드 권선을 도넛모양의 폐회로 구성
누설자속이 적어서 아주 효율적이고 소형

SPIDERY
권선

권선을 납작한 평면에 소용돌이 모양으로 감은 것
자속밀도의 세기를 측정하는 계측기의 SEARCH 코일등에 사용권선 자속밀도의 세기를 측정하는 계측기의 SEARCH 코일등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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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자료

레귤레이터 (Regulator)

Liner SwitchingLiner Switching

효율 낮다(열이 심함) 높다

전원품질 좋음 스위칭 노이즈 심함전원품질 좋음 위칭 이 심함

크기 덩치가 크고 무거움 소형 경량

주변회로 간단 복잡
기술적으로 어렵다기술적으로 어렵다

입력전압범위 낮음
출력보다 2~3V 높아야 함

높음(AC 85V~240V)
큰전력을 다루는 회로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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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자료

레귤레이터 (Regulator)

*) 인덕터의 종류 Linear Regulator) 인덕터의 종류 Linear Regulator

78XX시리즈가 대표적.
78XX에서 뒤의 XX의 숫자가 보통 Output Voltage.

가 정전압 출력 가 정전압 출력Ex) 7805 - 5V가 정전압으로 출력 7812 - 12V가 정전압으로 출력

장점 :  안정된 전원을 공급.
단점 효율이 떨어짐단점 :  효율이 떨어짐.
주의 :  Linear Regulator는 출력전압보다 입력전압이 약 2~3V는 더 높게

TR(등가 가변저항) : 기준전압TR(등가 가변저항) : 기준전압

C1,C2   : LPF(Low Pass Filter)  
고주파 차단 (DC성분만)

저항성분 에너지 소비
=> 열발생,효율저하
Ex)9V->5V시 4V x 입력전류 => 열(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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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자료

레귤레이터 (Regulator)

*) 인덕터의 종류 Linear Regulator  - LDO

LDO(Low Drop Out)
LM1117-XX 시리즈가 대표적.
뒤의 의 자가

) 인덕터의 종류 Linear Regulator  LDO

뒤의 XX의 숫자가 보통 Output Voltage.
Ex) LM1117-3.3V    LM1117-ADJ (Adjustable)

장점 L D 으로 열이 적게 발생장점 :  Low Drop으로 열이 적게 발생.
단점 :  흘릴 수 있는 전류의 양의 적음(1A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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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자료

레귤레이터 (Regulator)

*) 인덕터의 종류 Step-Down(Buck) Converter

PWM(Pulse Width Modulation)이용
전압을 down시킴

PWM파형을 이용 전압을 낮춤

Duty Rate = On time/ Period time

빠른 스위칭을 위해 MOSFET사용

L C 로 LPF(Low Pass Filter)구성L , C 로 LPF(Low Pass Filter)구성
고주파 성분 제거 및 에너지 저장

Diode : Close-Loop를 생성하기 위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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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자료

레귤레이터 (Regulator)

*) 인덕터의 종류 Step-Up(Boost) Converter) 인덕터의 종류 Step Up(Boost) Converter

승압를 해주는 기능
전압이 상승하면,  전류값은 작아짐 ( P = V * I )
Ex) 5V / 1A > 10V / 0 5A

On-State 시 L 충전
L 충전 완료되면 Off State Vi와 VL(인덕터방전)이

Ex) 5V / 1A  ->   10V / 0.5A

L 충전 완료되면 Off-State  Vi와 VL(인덕터방전)이
더해짐

C는 LPF효과

Vo = Vi + V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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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자료

레귤레이터 (Regulator)

*) 인덕터의 종류 Boost-Buck Converter) 인덕터의 종류 Boost Buck Converter

승압를 강압을 시비율에 따라서 진행
시비율이 0.5이상이면 승압, 0.5이하이면 강압

동작원리는 Boost와 비슷

인덕터L가 On state동안 충전되다가 Off state가인덕터L가 On-state동안 충전되다가, Off-state가
되면 다이오드의 방향에 따라 인덕터가 방전
역방향 전류가 부하와 캐패시터에 흐르게 됨.

전원의 극성이 Negative로 바뀜전원의 극성이 Negative로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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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자료

레귤레이터 (Regulator)

*) DAQ에서 많이 쓰는 레큘레이터

LM(SE,IL)1117 - ADJ  /  (1.8 ~ 5V)
- Type :  Liner  (LDO)
- Vin Max : 20V
- Output Current : 800mA

LM3475MF
- Type  : Buck 
- Vin Max : 16V  
Vout Range : 0 8V VinOutput Current : 800mA   

- Vout Range  : 1.25V~5V 
- Package : SOT223

- Vout Range : 0.8V ~ Vin
- Package : SOT23-5

XC6210series IRU1206serise (500mV drop at 1A)
- Type :  Liner  (LDO)
- Vin Max : 6V
- Output Current : 800mA   
- Vout Range  : 0.8V~5V 

- Type :  Liner  (LDO)
- Vin  Max : 12V
- Output Current : 1A   
- Vout Range  : 1.8 / 2.5 / 3.3V 

- Package : SOT-25 - Package : SOT223

KIA78XX
- Type : Liner

APL5912 (200mV drop at 5A)
- Type : Liner (Ultra LDO)Type :  Liner

- Vin Max : 35V   Min (Vout + 3V)
- Output Current : 1A  
- Vout Range  : 5V,6V,… 24V 
- Package : DPAK

Type :  Liner (Ultra LDO)
- Vin Max : 3.3V   
- Output Current : 0~6A  
- Vout Range  : 0.8~1.2V
- Package : SO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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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age : DPAK Package : SOP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