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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토커플러의 절연을 이용한 멀티채널 아날로그 신호의

디지털 전송

Digital Transmission and Isolation of Multichannel Analog Signals 
using a Single Optocoup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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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절연된 환경에서 멀티채널 아날로그 신호의 정확하고 안전한 전송을 위해 옵토커플러를 활용한 신

호의 전송과 절연에 대해 다룬다. 신호의 전송 과정에서 절연 소자의 온도 의존성과 비선형성에 의한 신호의 왜곡을

최소화하고 우수한 잡음 여유도를 확보하기 위해 디지털 절연을 이용한 디지털 전송을 연구한다. 옵토커플러를 적용

한 디지털 전송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멀티채널 아날로그 신호의 전송 회로를 제안하였고 디지털 데이터의

직렬 전송 프레임도 설계하였다. 이론적 고찰과 일치하는 실험 결과를 통하여 제안하는 회로와 구현된 프로그램이 절

연 장벽을 극복하고 멀티채널 아날로그 신호를 정확히 전송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주요어 : 멀티채널, 아날로그 시그날, 디지털 변환, 옵토커플러, 절연

Abstract The transmission of analog signals through Galvanic isolators often results in signal distortion. 
Optocoupler gain is temperature dependent and also varies considerably, which would cause deformations of 
analog signals. Digital isolators have better noise immunity than analog, and digital transmission is a 
cost-effective noise rejection method for multichannel analog signals, which can solve temperature-induced signal 
distortion problems. Digital data, converted from multichannel analog signals, can be transmitted through a single 
optocoupler. We proposed advanced circuits and data frame for robust transmission of multichannel analog 
signals. Numerical experiments were performed to investigate distortion of multichannel analog signals during 
trans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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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에 전기적 절연(electrical isolation)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절연의 장점이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널리 알려진 절연의 장점은 노이즈

의 차단과 안정성 확보이지만 정전기나 고전압으로부

터 전자기기를 보호하기 위해 절연을 이용할 수 있다

[1][2]. 이와 같이 전기적 차단이 목적인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서로 떨어진 위치에서 절연된 상태로 정보를 전

달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전기적 절연 상태를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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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ain temperature change of an isolation amplifier[5]

(b) CTR temperature change of an optocoupler[6]

면서 정보 전송의 물리적 경로를 제공하는 갈바닉 절연

(Galvanic isolation)이 필요한 이유이다.

표 1에서 다양한 갈바닉 절연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보여준다. 전기적 용량결합(capacitive coupling), 전자

유도(electromagnetic induction), 전파(radio frequency)

와 같이 검증된 물리적 현상을 이용하여 갈바닉 절연을

구현할 수 있지만 다음 표와 같이 각 방식별로 단점이

있으며 특별한 조건이 필요하다[1][2][3][4].

표 1. 갈바닉 절연의 종류와 장단점 비교

Table 1. Comparisons of Galvanic isolations

위에 나타낸 옵토커플러(optocoupler)는 광학적 결합

(optical coupling)을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한다. 소자

내부에 전기신호 입력용 발광다이오드(LED)와 전기신

호 출력용 포토트랜지스터(phototransistor)가 존재하므

로 전기적 연결을 완전히 배제하고 절연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절연증폭기(isolation amplifier)는 신호의 진

폭에 따른 증폭도 변화, 즉 선형성(linearity)이 우수하

여 신호의 왜곡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다[5].

그림 1은 신호의 전송 과정에서 왜곡(distortion)을

초래하는 온도 의존성에 대한 절연증폭기와 옵토커플

러의 비교이다. 그림 1(a)에서 절연증폭기는 온도 변화

에 따른 증폭도 변화(gain drift with temperature)에서

우수한 안정도를 보여준다[5]. 그래프에서 –20℃ 이상

에서 –0.05% 이내의 작은 변화를 보인다. 반면에 그림

1(b)에서 옵토커플러의 온도 변화에 따른 전류 전달률

CTR(current transfer ratio)은 0℃ 이상에서 –40%의

변화를 보여 절연증폭기에 비해 월등히 불안정함을 알

수 있다[6]. 이는 옵토커플러 주변의 온도 변화가 초래

하는 증폭도 왜곡이 절연증폭기에 비하여 약 800배 크

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 절연 소자의 온도특성 비교

Fig. 1. Comparison of temperature dependence

다음 식의 전류 전달률 CTR은 옵토커플러 내부에서

다이오드 순방향 전류 를 기준으로 발생되는 포토트

랜지스터 콜렉터 전류 의 비율이다[3][6]. 다음 절에

서 CTR이 전송 신호의 증폭도에 관여함을 다룬다.

       ≅  , (1a)

     . (1b)

누설전류 는 제조사에서 시험한 옵토커플러

CNY117의 사양서를 기준하여 무시할 수 있다[6].

앞에서 살펴본 전류 전달률 CTR의 높은 온도 의존

성은 아날로그 신호의 처리에서 왜곡을 초래하는 결정

적인 원인이 된다. 따라서 저비용으로 우수한 절연성능

을 제공할 수 있는 옵토커플러를 아날로그 전송(analog

transmission) 회로에 직접 적용하지 않고 디지털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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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transmission)으로 전환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본 논문에서 연구한다.

그림 2는 절연증폭기를 이용한 전원과 신호의 절연,

즉 완전한 전기적 단절을 보여준다. 증폭기에 적용되는

전원 과 전원 는 서로 절연되어 그라운드

가 분리되어 있다. 증폭기에 입력되는 아날로그 신호는

증폭기 내부에서 물리적 신호로 변환되어 전기적 절연

장벽(isolation barrier) 또는 기준 전위의 차이(electric

difference of ground potential)를 극복하고 신호의 정

보를 전송할 수 있다[7][8]. 절연증폭기는 이미 성능과

신뢰성이 검증되었고 비교적 간단하게 회로에 적용할

수 있지만 소자의 비용이 높다. 이는 절연증폭기가 멀

티채널 신호의 전송에 부적합 하여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이다.

그림 2. 절연증폭기를 이용한 전원과 신호의 절연

Fig. 2. Power and signal isolation using an amplifier

그림 3은 다수의 절연증폭기를 사용하여 아날로그

절연(analog isolation)을 구현한 멀티채널 직렬 전송의

예를 보여준다. 채널별로 서로 절연된 별도의 전원을

사용하면 채널 간에도 독립된 절연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다. 민감한 센서의 소신호(small signal)를 전력

회로의 노이즈로부터 분리 독립하여 처리하는 초단의

증폭기에 적합하다.

하지만 신호가 증폭된 이후의 전송에는 아날로그 절

연보다 디지털 절연(digital isolation)이 적합하다. 아날

로그 신호를 디지털 기반으로 변환하여 전송하면 잡음

여유도(noise immunity)가 상승하고 외부로부터 유입되

는 다양한 노이즈로부터 신호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전

송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외란에 강한 시스템을 구축

할 수 있다. 이는 신호의 전송에서 아날로그 소자인 절

연증폭기를 대신하여 디지털 절연을 구현하는 소자가

필요한 두 번째 이유이다.

그림 3. 멀티채널 직렬 전송의 아날로그 절연

Fig. 3. Analog isolation of multichannel signals

이제 멀티채널 아날로그 신호의 개선된 전송과 절연

을 다룬다. 외란에 강하며 온도 변화에 따른 신호의 왜

곡을 회피하는 디지털 전송을 구현하기 위해 디지털 절

연을 채택한다. 다음 절에서 비용대비 가장 효율적인

디지털 절연을 제공하는 옵토커플러를 적용하여 디지

털 데이터가 정확하게 전송될 수 있음을 증명한다.

Ⅱ. 옵토커플러를 이용한 디지털 절연

이제 옵토커플러의 전기적 절연을 통과하는 디지털

전송에 대하여 이론적 분석을 시작한다. 앞에서 살펴본

신호 왜곡의 원인을 회피하여 디지털 신호가 전송됨을

증명하기 위해 포토트랜지스터의 식 (1b)와 동일한 전

류 증폭 모델을 갖는 NPN 양극성 접합 트랜지스터

(bipolar junction transistor)의 동작을 이론적으로 상세

히 분석한다[9].

포토트랜지스터는 전류와 전압의 관계에서 NPN 트

랜지스터와 동일한 활성 영역(active region), 포화 영역

(saturation region), 차단 영역(cutoff region)의 특성을

보인다[6][9]. 트랜지스터의 동작에서 콜렉터에 흐르는

전류 는 다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트랜지스터의

베이스로 입력되는 전류 에 전류 증폭률 가 작

용하여 콜렉터 전류가 발생된다.

     . (2)

위의 식은 트랜지스터가 활성 영역에서 동작할 때

증폭도를 계산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다. NPN 트랜지

스터의 콜렉터와 전원 사이에 부하 저항 가

연결된 공통 에미터(common emitter) 회로에서 트랜지

스터에 적용되는 동작식은 다음과 같다. 회로의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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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저항 의 전압 강하를 통과한 후 트랜지스

터의 콜렉터와 에미터 간의 전압 에 나타나며 식

(2)를 대입할 수 있다.

     , (3a)

      . (3b)

이 때 식 (4a)에서 콜렉터 전압 가 식 (4b)와

같이 충분히 0V에 근접하는 조건을 찾을 수 있다. 즉

베이스 전류 를 고려하여 저항 의 용량을 결정하

면 트랜지스터를 포화 영역에서 동작시킬 수 있으며 디

지털 신호 0을 전송할 수 있다.

  
   

  ≤   
, (4a)

 ≅   
  ≤    

. (4b)

또한 식 (5a)에서 베이스 전류 가 0mA로 낮아지

면 콜렉터 전압 에는 회로의 전원 가 그대

로 전해진다. 즉 베이스 전류 를 차단하면 트랜지스

터를 차단 영역에서 동작시킬 수 있으며 식 (5b)와 같

이 디지털 신호 1을 전송할 수 있다.

         , (5a)

      . (5b)

이제 동일한 전류 증폭 모델을 갖는 포토트랜지스터

에서 디지털 동작을 구현하기 위해 앞에서 분석한 공통

에미터 회로를 적용한다. 여기서 옵토커플러의 다이오

드 전류 와 전류 전달률 은 각각 와 

에 해당 하므로 식 (4b)와 (5b)에서 이를 대치하면 다음

식과 같다. 따라서 포토트랜지스터의 출력 전압은 포화

영역과 차단 영역에서 각각 식 (6a), (6b)와 같다.

 ≅    ≤    , (6a)

      . (6b)

위 식에서 신호의 왜곡을 초래하는 변수의 개입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옵토커플러는 정확하게 디지털 신호

(0, 1)를 전송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옵토커플러

가 항상 포화 영역 또는 차단 영역에서 디지털 신호를

전송한다면 온도 의존성과 비선형성이 신호의 전송 과

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이 증명된다.

Ⅲ. 멀티채널 디지털 전송

이제 절연된 상태에서 3채널 아날로그 신호를 전송

하는 개선된 회로를 제안한다. 디지털 절연을 이용하여

아날로그 신호를 안전하고 정확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회로를 설계하였다. 회로에서 아날로그 신호는 디지털

로 변환되어 전송된다. 앞에서 살펴본 이론적 고찰과

같이 옵토커플러는 디지털 신호의 처리 과정에서 신호

의 왜곡 원인을 완전히 배제하여 신호를 전송할 수 있

다. 따라서 일반적인 저비용의 옵토커플러를 적용하여

디지털 절연을 구현할 수 있다.

1. 아날로그 신호의 디지털 변환

제안된 그림 4의 회로에는 ADC(analog to digital

converter)가 채택된다. 멀티채널 아날로그 신호는 옵토

커플러로 입력되기 전에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된다. 신

호 Ain0, Ain1, Ain2는 Microcontroller(PIC12F675,

Microchip)의 ADC에서 각각 4-bit, 4-bit, 10-bit의 디

지털 데이터로 변환된다.

그림 4. 제안한 멀티채널 아날로그 신호 디지털 전송[6][10]

Fig. 4. A proposal for multichannel signal transmission[6][10]

3채널 디지털 데이터는 옵토커플러 CNY117(Vishay

Semiconductors)의 디지털 절연을 통하여 직렬 전송된

다. 앞에서 살펴본 옵토커플러의 디지털 동작 조건인

식 (6a)를 기준하여 저항 과 를 정하였으며 전원

과 에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5V를 적용

하였다. 따라서 옵토커플러는 신호의 처리 과정에서 잡

음 여유도가 우수한 디지털 전송을 수행한다. 회로의

설계에 적용한 ADC와 CNY117의 상세한 기능 및 특성

은 제작사에서 제공한 사양서를 참조하였다[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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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멀티채널 데이터 전송 프레임

이제 디지털 데이터를 직렬로 전송하기 위해 맞춤형

전송 프레임(transmission frame)을 설계한다. 프레임은

비동기 직렬 전송에 적용되며 채널의 순서와 비트 수는

용도에 따라 다르게 수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안된

회로에서 디지털로 변환된 병렬 데이터를 옵토커플러

를 통하여 직렬 전송하기 위해 그림 5와 같이 18-bit의

전송 프레임을 제안한다.

프레임은 아날로그 신호 Ain0, Ain1, Ain2의 디지털

데이터 3채널로 구성된다. 프레임의 구성에서 채널의

순서는 4-bit의 Ain0과 Ain1이 연속되며 뒤 따르는 포

즈(pause)에 의해 10-bit 채널 Ain2와 분리된다. 비동기

직렬 전송에서 데이터 길이(data length)에 비례하여 증

가하는 전송 에러를 줄이기 위해 프레임의 모든 비트와

포즈가 동기 플래그(synchronous flag) 다음에 위치하

며 고유한 지속 시간을 유지하도록 설계하였다. 비트

데이터 1과 0의 비트 시간(bit time)과 포즈 시간(pause

time)은 그림 5와 같으며 MSB(most significant bit)가

선두에서 전송된다.

그림 5. 제안한 멀티채널 데이터 전송 프레임

Fig. 5. Proposal of multichannel transmission frame

제안하는 데이터 전송 프레임은 프로그램 기반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다양한 멀티채널 전송에 대비할 수 있

다. 멀티채널 데이터의 유연한 전송을 위해 각 채널의

우선 순위, 디지털 해상도, 전송 빈도 등을 조절하는 프

로그램을 수정할 수 있다. 또한 멀티채널 데이터의 전

송 효율을 높이기 위해 프레임에서 각 채널의 위치를

고정하였다. 송신과 수신에서 주소의 생성, 전송, 검출

에 회로의 자원을 낭비할 필요가 없으며 필요한 정보만

빠르게 전송할 수 있다.

Ⅳ. 실험 및 결과 분석

이제 제안된 회로의 제작과 프로그램의 구현을 통하

여 실험의 결과를 분석하고 앞의 이론적 고찰과 일치함

을 증명하고자 한다. 그림 4에 나타낸 멀티채널 아날로

그 신호의 디지털 변환, 그림 5의 멀티채널 전송 프레

임 구현, 옵토커플러로의 데이터 직렬 전송에 관련한

모든 프로그램은 PIC12F675에서 동작하도록 직접 작성

하여 실험하였다.

1. 멀티채널 디지털 전송의 실험 결과

제안된 그림 4의 회로 실험에서 3채널 아날로그 신

호가 18-bit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된 후 옵토커플러를

통하여 수신된 파형 의 측정 결과는 그림 6과 같다.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3채널 데이터 전송 프레임을 회로

에서 전송 및 수신한 결과를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

TDS3034, Textronix)로 측정한 것이다. 그림의 좌측부

터 아날로그 신호 Ain0, Ain1, Ain2가 순서대로 각각

4-bit, 4-bit, 10-bit의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되어 전송

및 수신되었음을 나타낸다. 그림에서 측정된 시간이 동

기 플래그, 비트 데이터 1, 0, 포즈의 순으로 각각

0.4mS, 1.2mS, 0.4mS, 3.2mS 이므로 디지털로 변환된

데이터의 수신 결과가 그림 5의 전송 프레임 설계와 정

확히 일치함을 보여 준다.

참고로 각 측정 결과에는 좌측부터 Ain0, Ain1, Ain2

채널의 순서로 아날로그 값을 표기하였으며 적색 신호

는 Ain2의 아날로그 입력 신호를 변환 전에 측정한 것

이다. 파란색 디지털 파형은 데이터 전송 프레임이 옵

토커플러를 통하여 수신된 결과를 나타내며 제안된 회

로에서 를 측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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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멀티채널 디지털 데이터 전송 결과

Fig. 6. The results of digital data transmission

2. 디지털 전송 결과의 오차 분석

실험에서 수신된 파형의 측정 결과를 분석하여 이론

적 오차와 비교한다. 다음의 식 (7a)와 (7b)는 4-bit와

10-bit로 변환된 디지털 데이터의 이론적 최대 양자화

오차(maximum quantization error)이다.

  
  


×        , (7a)

  
  


×        . (7b)

표 2는 앞의 실험에서 측정된 디지털 수신의 결과를

변환 전의 아날로그 입력과 비교한 오차를 나타낸다.

회로의 실험에서 전원 과 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5V를 적용하였기 때문에 실험에 채택한 아날

로그 입력 신호는 전원을 초과하지 않는 4.9V이하로 제

한하였다. 그림 6의 사진에서 보여주는 순서에 맞추어

실험 결과의 오차를 추출하여 표에서 배치하였다.

제안한 회로에서 수신된 디지털 신호 를 아날로

그 입력신호 AinX와 비교하는 식 (8)을 이용하여 오차

를 계산하였다. 4-bit로 변환된 데이터의 전송 결과가

이론적 최대 양자화 오차(6.667%) 이내로 측정되므로

제안한 회로의 동작이 정확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10-bit로 변환된 데이터는 최대 0.528% 이하의 오

차를 보인다. 이는 신뢰성이 검정된 절연증폭기

HCPL-7850의 사양서[5]에서 제시하는 5%의 증폭도 오

차(gain tolerance)와 비교하여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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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실험한 결과를 통하여 3채널 아날로그 신호

가 정확하게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되었고 옵토커플러

CNY117의 절연을 통한 디지털 직렬 전송도 성공적으

로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아날로그 신호의 전송 오차

Table 2. Transmission errors of analog signals

(a) Transmission errors of the channel Ain0

(b) Transmission errors of the channel Ain1

(c) Transmission errors of the channel Ain2

Ⅴ. 결 론

논문에서 제안한 회로와 프로그램을 구현한 실험의

결과에서 멀티채널 아날로그 신호가 옵토커플러를 통

하여 디지털로 정확히 전송되었다. 이는 아날로그 신호

의 디지털 전송에서 옵토커플러에 적용한 이론적 고찰

이 맞음을 실험적으로 증명한다. 따라서 비용 대비 효

율적인 옵토커플러를 적용하여 잡음 여유도가 높은 디

지털 절연을 구현할 수 있으며 신호의 왜곡을 초래하는

온도 의존성과 비선형성을 회피하여 멀티채널 아날로

그 신호를 정확히 전송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앞으로 멀티채널 아날로그 신호의 전송 속도 향상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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