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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부품 또는 제품들의 정전기 방지와 내마모성 및 내부식성 향상, 미각화 등 다양한 목적으로 코팅의 중요성이 증가 

되고 있다. 코팅막의 두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주로 프로브(probe)로 코팅면을 측정하는 접촉식 측정방식이 이용되

는데, 코어의 투자율 변화에 의해 센서 출력 왜곡이나 부하 현상이 발생하여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본 논

문에서는 비선형적인 특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적화된 회로설계와 두께측정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코

팅막의 측정 오차를 줄이는 방법을 제안한다. 여러 코팅 샘플을 통한 실험 결과 ±2% 이내의 측정 정확도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BSTRACT

The importance of coatings has been increasing for different purposes such as prevention of static electricity of auto 
parts or products, improvement of abrasion and corrosion resistance, and enhancement of esthetics. As a method for 
measuring the thickness of a coating film, a contact method with probe is commonly used. However, it is problematic that 
accuracy of the sensor is degraded due to sensor output distortion or load phenomenon, which is caused by a change in 
magnetic permeability of the core. In this study, we propose a method to reduce the measurement error of the coating 
film by applying the optimized circuit design and the thickness measurement algorithm to the problems caused by the 
nonlinear characteristics. The tests result which have been taken with different thickness coating samples show that the 
measurement accuracy is within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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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코팅막 및 도장막은 금속모재 표면에 형성시킨 미세

한 두께를 가지는 층으로 제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일반적으로 그 두께는 수㎛ ~ 수백㎛의 범위를 가진다. 
금속체에 대한 도장 및 코팅은 부식, 열화 등 주위환경

으로부터 부품 (또는 제품)을 보호하는 역할 뿐 아니라 

정전기 방지, 내마모성, 내부식성 등 부품에 새로운 특

성을 부여하는 품질개선의 효과도 갖고 있다. 특히 최근

에는 미적 감각을 위한 채색화 및 광택 디자인, 표면 마

무리의 평활화 등 사용 목적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 내
마모성, 내부식성, 단열성과 같은 코팅(혹은 도장)의 기

능적 (functional) 성능은 코팅막 (coating film) 이나 도

장막 (painting film)의 두께에 크게 의존한다. 정밀한 코

팅에 의한 코팅막의 기능유지를 위해서는 코팅장치의 

기술 개발과 더불어 코팅막의 두께를 정확하게 측정하

는 센서의 연구개발과 측정방법의 연구가 요구된다. 특
히 완성된 후 그 코팅막의 두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주로 프로브 (probe)를 코팅면에 측정하는 접촉식 측정 

방법이 이용되고 있는데, 금속모재에 와전류를 감지하

여 코팅막의 두께를 측정하는 방법, 금속모재에 반사되

는 초음파를 해석하여 코팅막의 두께를 측정하는 방법 

그리고 프로브와 금속모재와의 자력에 의해서 코팅막

을 측정하는 방법들이 개발되어 현재 접촉식 코팅막 두

께 측정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접촉식 코팅막 두께 측정방법에서 와

전류를 감지하여 코팅막의 두께를 측정하는 방법을 사

용 할 것이다. 초음파에 의한 방식은 분해능이 1mm까지 

측정되기 때문에 금속표면 두께의 세밀한 측정이 어렵

고 정전용량센서를 이용한 방식은 세밀한 측정이 가능

하지만 와전류를 이용한 측정방식에 비해 분해능이 낮

으며 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1] 
본 연구는 금속모재 위 코팅막 두께의 측정에 관한 것

으로써 전도체인 금속모재까지의 정밀한 두께측정과 

그 위에 유전체로 코팅된 막까지의 정밀한 측정을 위한 

회로설계 및 두께측정 알고리즘의 수학적 모델링을 통

한 와전류 코일센서의 비선형적인 특성에 의한 오차율

을 최소화 하며 설계된 센싱부를 통해 측정된 데이터를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단말기 및 PC에서 실시간으로 모

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때 정보를 전송할 프로토콜로 Zigbee를 이용하였다. 

Bluetooth가 1Mbps의 전송속도를 가지는 반면 Zigbee
는 230kbps의 느린 속도를 가진 통신 프로토콜이지만 

측정된 데이터 역시 적은양의 정보를 가지기 때문에 문

제가 없다. 그리고 센서네트워크상에서 전력소모를 줄

여야하는 측면을 생각한다면 Bluetooth에 비하여 Zigbee
가 훨씬 적은 전력소모를 하므로 더욱 효율적이다. [2]

본 논문의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와전류 센싱을 통해 금속모재 위의 코팅막 두께를 

접촉식으로 정밀하게 측정하는 원리를 제안하며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와전류 코일센서의 센싱부

의 신호 처리를 위한 증폭기를 설계하여 상대적으

로 센서 신호가 미약하고 주변 환경에 민감한 와전

류 코일센서의 신호처리 회로를 설계 할 것이다.
2) 비선형적인 특성을 가지는 와전류 코일센서의 오

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코팅막 두께 측정 알고리

즘을 제안하며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 어느 정도 선

형적인 특성을 가지는 코팅막 두께 측정이 실현 가

능성을 실험을 통해 수행한다.
3) 설계된 센싱부를 통해 측정된 데이터를 Zigbee 프

로토콜을 통한 무선통신용 휴대형 단말기 및 PC에

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센서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Ⅱ. 이중센서를 이용한 코팅막 두께 측정 기존 
연구

이중센서를 이용한 코팅막 두께 측정 가능성에 대한 

연구의 의의는 기존의 방식은 한 개의 센서에 의해 코팅

막을 측정하면 기준값이 정해지지 않고 변하는 문제점

이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측정값의 부정확하고 주변 

노이즈에 의한 센서측정의 왜곡현상이 발생하여 오차

율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

해서 와전류 센서와 정전용량 센서를 통합하는 이중센

서를 설계하여 두 센서의 측정값을 통합하는 수학적 모

델링을 통한 최적 설계변수를 도출하여 신호처리 알고

리즘을 통해 ±2%의 오차율을 가지는 시스템을 설계하

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3]
결론은 이중센서를 이용한 코팅막 두께측정이 실현 

가능하고 제안된 측정 구간에서 ±2% 의 오차를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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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적 결과 가 도출 되었지만 모재의 투자율 변화에 따

른 와전류센서의 비선형성으로 출력 신호가 영향을 받

는다는 결론도 도출되었다.[3] 
이중센서를 이용 하면 선형적인 특성을 가질 수 있지

만 모재의 투자율에 따라 와전류 센서의 데이터 값이 영

향을 받는다는 뜻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이중센서를 이

용한 두께측정 알고리즘 의 제안은 신선하지만 최적화

된 회로설계 와 S/W 알고리즘을 만들면 와전류센서 로

도 ±2% 오차 측정이 가능 하며. 노이즈의 최소화, 선형

적 특성을 가지는 두께측정 알고리즘을 제안하려 한다. 
다음은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와전류 코일 센서의 측정

원리에 대해 기술하겠다. 

Ⅲ. 와전류 코일 센서 이론적 배경

코일에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교류 전류를 흘려보내

면 코일의 주위에 시변 자장(p)이 발생한다. 이 시변자

장 내에 그림 1의 (a)와 같이 도체를 가져가면 전자기유

도현상에 의해 도체 내에 유기기전력이 발생하고 이 유

기기전력은 렌츠의 법칙에 따라 시변자장 (p)을 방해

하는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 전류를 와전류라고 한다. 
그림 1의 (b)와 같이 와전류는 시변자장을 방해하는 방

향으로 자장(t)을 발생하여 p 와 s 의 합성에 의해 코

일에 쇄교되는 총 자장 t 가 변하게 된다, 총 자장 t 에 

의해 입력단의 교류 전류가 변하게 된다, 따라서 코일의 

임피던스 변화로 표현 되므로 고체의 상태, 위치, 결함, 
재질 등을 파악 할 수 있게 된다.[4-5]

Fig. 1 Basic principles of eddy current

교류전류를 흘려보낸 코일에 도체를 접근시키면 도

체에 와전류가 유도 된다. 도체에 발생한 와전류는 도체

의 표면에 집중되고 도체의 내부로 들어 갈수록 적게 흐

르게 되는데 이것을 표피효과가 일어나는 원인은 도체 

내부의 임의의 위치에 발생하고 있는 와전류는 코일의 

자속 변화를 없애는 방향으로 자속을 발생한다. 따라서 

이 와전류보다도 깊은 위치의 자속은 감소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와전류는 도체의 내부에 들어 갈수록 감소하

게 된다. 표피효과의 정도를 나타내는 기준으로 침투 깊

이가 정의 된다. 도체 표면에서  인 곳의 와전류 밀

도를 라고 하면 는 다음 식으로 표현 된다.

  exp
 (1)

 는 도체 표면의 전류 밀도이며 는 교류자계의 주

파수, 는 도체 표면의 깊이 와 는 도체의 도전율, 는 

도체의 투자율을 나타내며 다음 식으로 표현 된다.

   (2)

와전류에서 실질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양은 탐상코

일의 임피던스이며 이 임피던스는 주어진 전류에 대하

여 코일에 유기되는 기전력을 계산 구할 수 있다. 

    
 (3)

 


 


  

전류는 주어진 전류밀도로부터 구하고, 유도기기전

력은 스토크의 정리를 이용하면 임피던스는 다음과 같

은 식으로 표현하게 된다.[6-7]

 





(4)

와전류 센서를 이용한 금속모재위의 코팅막 두께를 

측정하는 원리를 제시하였다. 정리 하자면 센서의 내부

코일 요소와 측정대상체인 금속 모재에 대한 두께측정

은 코일에 가진된 전류에 의해 생성된 자계영역에 금속

체가 놓일 경우 금속표면에는 자기장의 수직방향으로 

원형의 와전류(eddy current)가 흐르게 된다. 금속모재 

위에 흐르는 와전류는 센서코일의 전류 흐름 방향과 반

대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흐르게 되며, 이는 센서코일의 

자속변화 크기를 방해한다. 결국 센서코일의 임피던스 

성분인 인더턴스를 감소시킨다. 또한 와전류는 에너지

를 소멸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센서코일의 임피던

스 성분중의 하나인 저항을 증가시키게 된다. 그래서 금

속모재의 두께에 따라 전달되는 와전류 의 양이 변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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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를 측정 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센서신호를 증

폭하고 신호처리를 위한 증폭기(amplifier)가 설계된다. 
또한 와전류 센서신호로부터 금속표면 두께에 따른 출

력 신호를 검출하는 회로설계가 이루어진다. 

Ⅳ. 와전류 코일 센서 설계 및 알고리즘

그림 2는 본 논문에서 사용된 와전류 코일센서의 내

부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와전

류 센서의 코일부는 모든 부분에서 동일한 전류가 흐르

므로 동일한 전류가 흐르는 1(one) 턴의 코일 즉, 스스로

는 상호 인덕턴스를 갖지 않으며 자기 인턱턴스만을 갖

는 최소 단위인 원형루프가 동심을 이루며 코일턴스

(Nc)만큼 보빈 형상에 따라 중첩되어 직렬연결 되어 있

다고 근사할 수 있다.
여기서 코일 루프의 두께는 코일에서 전도체인 구리

만의 두께와 같다. 또한, 센서 코일부로부터 유도되는 

측정대상인 금속표면상의 기전력은 센서코일부의 형상

이 원통형이고 금속표면에 수직하므로 센서코일 중심

축을 기준으로 반경이 같으면 붕 전위를 갖는다. 따라서 

생성된 와전류는 원형궤도를 갖는다. 즉, 와전류는 붕 

전위에 대한 법선 방향의 흐름은 없고 접선방향의 흐름

만이 존재하므로 반경이 다른 원형루프가 동심을 이루

며 동일 평면상에 위치해 있고 위치별로 센서 코일로부

터의 유도전압 및 임피던스에 의해 결정되는 전류가 각

각의 루프에 독립적으로 흐르는 것으로 근사 할 수 있다. 
그리고 와전류 루프의 두께는 와전류 유효 침투 깊이와 

같다고 가정한다.

Fig. 2 The Internal Structure of eddy current coil sensor

와전류 코일센서에 의해서 금속모재 위의 코팅막을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측정대상체인 금속모재와 

코팅막의 두께변화에 따른 센서의 임피던스 변화를 정

확하게 검출하는 회로설계가 필요하다. 그림 3은 설계

된 와전류 코일센서를 이용하여 금속모재 위의 측정하

기 위한 블록도를 보여준다. 

Fig. 3 The Block Diagram of eddy current coil sensor

와전류 코일 센서에 의한 두께측정은 전압크기에 의

해서 결정되므로 AC 성분의 전압을 DC전압으로 바꾸

어 주어야 한다. 회로설계는 OPAmp로 구성된 The 
Wien-Bridge Oscillator로 센서에 입력신호(350Hz ~ 
370Hz)를 주면 와전류 코일 센서에 시변 자장을 발생 시

키며 미세한 AC 성분이 출력 되고 이 신호를 Amplifier
를 통해 증폭 시키며 AC 성분의 전압을 정류기를 통해 

DC 레벨의 전압으로 변환하여 노이즈 제거를 위한 

Filter를 통과시킨 후 그 값을 A/D컨버터로 출력 시킨다. 
금속모재에 대해 측정범위 0 ~ 1500um에서 최종 출력 

값이 0.280V ~ 3.45V의 코팅막의 두께에 따른 변화폭을 

갖도록 Amplifier를 설계하였으며 A/D컨버터를 통해 

출력된 값을 MCU를 통해 처리 하였다. 그림 4은 여러 

플라스틱 시편을 대상으로 측정한 와전류 코일 센서의 

측정 그래프이다. 0 ~ 1500um의 여러 플라스틱 시편을 

측정한 와전류 코일 센서의 특성 그래프 이다. Y축의 플

라스틱 시편두께에 따라 A/D값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Fig. 4 The Output of eddy current coil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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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측정된 와전류 코일 센서의 출력이 비선형적인 

특성을 가짐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측정된 와전류 코일 

센서를 이용하여 비선형적인 곡선의 구간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선형적인 특성을 가지는 구간들로 나누

어 수학적 모델링 결과 특정 부분의 수식을 유도할 수 

있었다. 

Fig. 5 The Demonstration of Formula in a Specific Section

그림 5는 와전류 코일 센서의 출력 곡선의 데이터 값

을 토대로 선 3차 다항식을 이용하여 수식을 유도 하였

다. 특성 곡선으로 나누는 부분이 완전한 표 선형성을 

가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3차 다항식을 사용 하여 

표1의 6부분의 수식을 나타낼 수 있었다.

Y(um)
Thickness AD X

S-N/100
Formula

value(um)

0 3620 0 0
Y1

74 3392 2.28 74.5

135 2943 6.77 136
Y2

260 2275 13.45 260

274 2223 13.97 273
Y3

460 1640 19.8 462

508 1560 20.6 507
Y4

808 1081 25.39 811

818 1065 25.55 819
Y5

943 941 26.79 943

1045 863 27.57 1040
Y6

1502 588 30.32 1503

Table. 1 The Formulas of each 6 sections

표 1은 특정구간에 따른 수식 값을 나타낸 표이다. 이 

수식을 통해서 표 2와 같이 Y의 수식을 대입하게 되면 

수식에 따른 두께 값을 산출 할 수 있다. 표 2는 0 ~ 

1500um 사이의 측정한 여러 두께의 플라스틱 시편에서 

각각 3부분에서 5부분의 플라스틱 시편을 임의적으로 

선택 측정된 A/D 값을 구간별로 Y1에서 Y6까지의 부분

별 수식 값을 대입한 표이다. 여기서 Y는 플라스틱 시편

을 나타낸 것이며 X는 0점의 A/D 값에서 다음 상태의 

A/D값을 나누기100 한 값이다. 프로그램 상에서 3차 다

항식의 연산을 위해 X값을 설정 하였으며 Yx는 Y1에서 

Y6까지의 부분별 수식을 대입 한 값으로서 Y1에서 Y6
까지의 수식을 대입한 결과 값이 0 ~ 1500um에서 ±2% 
오차범위 내에 수렴한다. 

No Specific 
Section(㎛) Third Order Polynomial

1 0 ~ 74 Y1= 1515x3 - 22.77x2 +51.66x

2 84 ~ 260 Y2= 0.022x3 - 0.053x2 +12.53x +46.75

3 274 ~ 460 Y3= 0.226x3 - 9.750x2 +166.6x -768.6

4 508 ~808 Y4= 0.298x3 - 23.88x2 +561.7x +4552

5 828 ~ 967 Y5= 7.834x3 - 614.6x2 +16171x -14179 

6 967 ~ 1503 Y6= 5.154x3 - 426.9x2 +11914x -11093

Table. 2 The Result of the Formula

와전류 코일센서를 통해 측정된 수식을 통해 소프트

웨어 알고리즘을 구성 할 수 있었으며 그림 6은 알고리

즘 구성 소프트웨어 구성 블록도 이다.

Fig. 6 The Software Block Diagram of Thickness 
Measurement Algorithm

그림 6의 두께 측정 알고리즘을 설명 하면 센서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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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의 샘플링은 초당 40회를 하며 40회 동안 단1회라도 

평균값과 다른 오차가 발생하게 되면 에러표시를 

Display 하고 다시 측정을 하며 이것은 주변의 노이즈로 

인한 에러 보정과 시편 두께와 센서의 접촉면이 고르지 

않을 때 발생하는 오차를 감안 하여 에러체크를 하였고 

이렇게 산출된 측정값은 X값을 기준으로 Yx의 수식으

로 대입된다. 센서 데이터 값은 Zigbee 프로토콜을 통해 

메인부 기기로 전송되어 Display된다. 

Ⅴ. 실험 장치 및 고찰

그림 7은 본 논문에서 구현한 시스템을 테스트 실험

환경 과 실제로 구현한 Detecting Thickness of Metal 
Surface Coating Platform을 나타낸 사진이다, 

Fig. 7 The Proposed Entire System

그림 8은 0 ~ 74um의 각 3부분의 플라스틱 시편을 선

택 그림 8에서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 구한 Y1의 수식을 

적용하여 측정 하였다. 실제 플라스틱 시편의 두께를 0, 
24, 74um 일 때 X(기준A/D값 - 현재A/D값) / 100 )값과 

Y1의 수식을 대입한 이론적인 값 그리고 실제 두께측정 

알고리즘을 적용 하여 측정한 값을 비교한 표이다. 센싱

부 에서 24um 일 때 측정한 값을 Zigbee를 통해 메인부

로 무선전송 하여 측정하였다.
실제 시편 두께 0, 24, 74um 일 때 수식 대입 값 Y1은 

0, 24.3, 74.6um 이고 측정된 값은 0, 24, 73um 로 금속표

면에서 코팅막의 실제 시편두께에 Y1값과 측정값이 

±2% 오차범위 내에 측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8 The Measure of Standard Thickness

그림 9는 135 ~ 260um 영역 일 때 측정한 값으로써 

Y2값 과 측정값이 ±2% 오차범위 내에 측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9 The Measure of Standard Thickness between 
135 ~ 260um

그림 10은 Y3, Y4, Y6 측정 구간에서 ±2% 오차 범위 

내에 측정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센 싱부 Zigbee 
모듈에서 데이터가 PC 전송된 그림이다. 이 실험은 실

험실 내에서 위치를 이동하며 여러 번 테스트를 하여 서

버 PC에서 데이터를 수신 받음을 확인하였다.

Fig. 10 The Thickness Measurement in other sections 
and the Data transmission to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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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코팅막 및 도장막은 금속모재 표면에 형성시킨 미세

한 두께를 가지는 층으로 제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일반적으로 그 두께는 수㎛ ~ 수백㎛의 범위를 가진다. 
도장 및 코팅은 부식, 열화 등 주위환경으로부터 부품

(또는 제품)을 보호하는 역할 뿐 아니라 정전기 방지, 내
마모성, 내부식성 등 부품에 새로운 특성을 부여하는 품

질개선의 효과도 갖고 있다. 자동차, 이차전지, LCD 및 

전자부품 등에 사용되는 폴리머 (polymer) 시트의 경우

도 코팅이 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0 ~ 200㎛의 

범위에서 ±2%의 정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코

팅막 두께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의 확보가 필요

하며, 측정기술은 코팅 후 품질개선 및 성능평가에 중요

한 역할을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와전류를 감지하여 코팅막의 두께를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 하였으며. 와전류 코일 센서의 특

성상 0 ~ 1500㎛에서 비선형적으로 측정이 되므로 오차

율이 심해 정확도가 떨어지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센
서의 특성에 부합되는 회로설계 빈-브릿지 발진기(The 
Wien-Bridge Oscillator), 출력되는 미세한 센서신호를 

증폭 시키는 증폭기 (amplifier), 발진 신호를 정류하여 

DC전압으로 변환하기 위한 정류기(rectifier)를 설계 하

였으며. 또한 비선형적인 특성을 가지는 와전류 코일센

서의 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코팅막 두께 측정 알고

리즘을 제안하며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 오차를 보정 0 ~ 
1500㎛구간에서 ±2%의 정밀도를 가지는 플랫폼 및 측

정된 데이터를 Zigbee 프로토콜을 통한 무선통신용 휴

대형 단말기 및 PC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

는 시스템을 구축 하였다.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 할 

수 있다.
1) 와전류 센싱을 통해 금속모재 위의 코팅막 두께를 접

촉식으로 정밀하게 측정하는 원리를 제안하며 본 연

구에서 사용되는 와전류 코일센서의 센싱부의 신호 

처리를 위한 증폭기를 설계 하였다. 
2) 비선형적인 특성을 가지는 와전류 코일센서의 오차

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코팅막 두께 측정 알고리즘을 

제안하며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 어느 정도 선형적인 

특성을 가지는 코팅막 두께 측정이 실현 가능성을 제

안 하였다.
3) 설계된 센싱부를 통해 측정된 데이터를 Zigbee 프로

토콜을 통한 무선통신용 휴대형 단말기 및 PC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센서 네트워크 시스

템을 구축 하였으며 0 ~ 1500㎛구간에서 ±2%의 정밀

도를 가짐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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