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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좋은 책을 번역할 수 있게 되어 기뻤습니다. 그리고 번역하는 중에 더욱 기뻤던 것은 지식이 

늘어난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알고 있던 지식도 정리되고, 잘 몰랐던 부분도 더 잘 이

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책이 출간되고 나면 한 열 번은 거듭해서 읽고 싶을 정도로 내용이 

충실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책을 번역할 기회를 준 제이펍 출판사 장성두 대표님과,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이 

애써 준 이슬 대리님, 그 밖에도 교정과 디자인 등에 힘써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책의 명성에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신중하게 번역하다 보니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특히 

용어 선택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전문 용어 사전에 등재된 용어, 개념을 잘 나타내는 용어, 다

른 용어와 혼동되게 하지 않는 용어를 채택하려고 주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널리 통용되는 용

어가 아닌 경우가 여럿 있게 되었습니다. 저항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흔히 저항기를 저항이라고 

부르지만, 이 책에서는 저항기와 저항을 철저히 구분해, 저항이라는 개념에 혼동을 일으키지 않

도록 주의했습니다.

출판사에서도 이 책을 다듬는 데 엄청난 정성을 기울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래도 어딘가 

부족한 면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럴 때는 출판사나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

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리율 박진수

옮긴이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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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학 분야에 종사하는 발명가들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생활용 전자 제품들로 구현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직관, 창의력,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이 독자의 창의성에 불을 붙여, 

독자가 전자공학의 이론과 실제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초보 발명가의 발명을 

돕기 위해 이 책을 썼습니다. 전자공학을 조금밖에 몰라도 읽을 수 있도록 했으므로 교사, 학생, 

의욕으로 가득 찬 취미생활자들은 이 책이 입문서로 적합하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동

시에, 기술자들과 더 뛰어난 전자공학 애호가에게도 이 책이 유용할 것입니다.

4판 머리말
4판에서는 프로그래머블 로직에 관한 장을 새롭게 추가했는데, 이 부분에 상당히 공들였습니다. 

이 장에서는 FPGA(field-programmable gate arrays)를 사용하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에디

터와 베릴로그(Verilog)의 하드웨어 정의 언어를 사용해 FPGA 평가판 보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또한, 이 책은 3판에서 발견한 사소한 문제들을 아주 많이 고치고 새로 썼습니다. 그리고 현대적

인 전자기기와 상관없을 정도로 구시대의 유물이 된 부분들을 덜어 냈습니다.

감사의 글
이 책을 펴내는 데 힘을 보태준 많은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기술적 내용을 검토해 준 미카엘 마

골리스(Michael Margolis), 크리스 핏저(Chris Fitzer), 데이비드 버클리(David Buckley)에게 특별한 

고마움을 전합니다.

벅넬대학교의 마틴 리개어(Martin Ligare)가 분석해 2판에 실은 매우 상세하고 유용한 정오표 덕

분에 책의 오류를 크게 덜 수 있었습니다. 이 정오표 작성에 기여한 미 해군대학원의 스티브 베

이커(Steve Baker), 웨슬리대학교의 조지 카플란(George Caplan), 로버트 드레멜(Robert Drehmel), 

얼 모리스(Earl Morris), 모토롤라의 로버트 스첼직(Robert Strzelczyk), 보이시주립대학교의 로이드 

로우(Lloyd Lowe), 네브라스카대학교의 존 켈티(John Kelty), 카스카디아공립대학의 페리 스프링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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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ry Spring), 마이클 B. 앨런(Michael B. Allen), 제프리 오디아(Jeffrey Audia), EIT의 켄 발린저

(Ken Ballinger), 클레멘 제이콥(Clement Jacob), 제이미 마스터스(Jamie Masters), 마르코 아리아노

(Marco Ariano) 덕분에 더 좋은 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을 위해 시간을 들인 모든 분께 감

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클 맥카비(Michael McCabe), 늘 잘 참아주는 어프루파 고엘(Apoorva Goel), 그리

고 맥그로힐 에듀케이션에 근무하는 모든 분의 지원과 능력 덕분에 원고에 불과하던 이 책이 훌

륭한 책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폴 슈레즈, 사이먼 몽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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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민서(이글루시큐리티)

단순한 호기심으로 베타리딩을 신청한 제게는 꽤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책이었습니다. 다만, 전

자공학을 깊이 이해하고 싶을 때 이론적으로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명준(eBay)

초보 발명가를 위한 전자공학 입문서입니다. 교과서에서는 다루지 않은 부분을 자세히 다루어 

이해를 돕습니다. 수식을 위한 단순 이론에서 벗어나 더욱 세밀한 개념을 배울 수 있는 책으로, 

정규교과 과정에서 지루함을 느끼는 분에게 추천합니다.

  김성찬(동의대학교)

이 책은 전자공학을 다루는 사람에게 필요한 필수 내용을 배울 수 있게 도와주는 길잡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자공학의 기초적인 개념부터 심화 내용까지 쉽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또한, 설계

하는 과정까지 상세히 설명되어 유익했습니다.

  김정헌(BTC)

초보 메이커가 아두이노, 라즈베리파이로 이런저런 전자제품을 만들다 보면, 결국은 전자공학 

지식이 필요해지는 시점이 옵니다. 비전공자를 위한 실습 중심의 쉬운 책은 많지만 제대로 된 이

론과 노하우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책은 별로 없습니다. 이 책은 두께에서도 느껴지듯 전자공학

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전달해 줍니다. 다만, 다양한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루므로 약간의 각오가 

필요합니다!

  변성윤

전자공학을 처음 접해 봤지만, 재미있고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책 내용이 엄청 다양하므로 조

금씩 꾸준히 읽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

  이재빈(안랩)

자칫 복잡하여 쉽게 포기할 수도 있는 전기 분야를 예제와 함께 설명하여 이해를 돕는 부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내용을 이해하면서 문제를 하나씩 풀다 보면 자연스레 해당 내용을 습득하

는 구성이 독자에게 유익해 보입니다.

베타리더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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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현석(동의대학교)

첫 베타리딩이라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출판하는 데 있어 신경 쓸 것이 많다는 사실

을 새삼 느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실제 사용하는 장비나 자주 쓰이는 소자, 참고 사이트 등을 

추천해 주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천영인(동의대학교)

이 책은 회로 이론, 전자기학, 반도체 공학, 신호 처리 등 전자공학에 대한 모든 이론과 부품 등

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실려 있습니다. 모든 내용을 두루 포함하고 있어 초급자부터 전자공학을 

배우는 사람들까지 모두 볼 수 있지만, 부품과 도구에 따른 책 구성(순서)이 초보자가 보기에는 

약간의 혼란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홍근

베타리딩을 하며 ‘사전처럼 찾아볼 수 있는 전자공학 책이구나’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중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배우는 폭넓은 전자공학 지식을 총망라한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꾸준

히 책을 읽어 나간다면 충분한 전공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제이펍은 책에 대한 애정과 기술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베타리더들로 하여금 
출간되는 모든 서적에 사전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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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학 소개

C H A P T E R  1

전자공학에 초짜인 사람에게 가장 당황스러운 면은 아마도 꼭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

다는 점일 것이다. 어떤 주제를 다뤄야 하고 어떤 순서로 나열해야 할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시작하기에는 보기 1.1에 나오는 흐름도가 안성맞춤일 것이다. 실용성 있는 전자 제품을 설

계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고자 하거나, 이 책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야 할 때 알아야 할 기본 

요소들을 보기 1.1에서 둘러볼 수 있다. 이번 장에서는 이러한 기본 요소를 소개한다.

보기의 맨 위에는 이론이 나온다. 회로 내의 전압과 전류의 크기와 방향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전압, 전류, 저항, 축전, 유도와 그 밖의 다양한 법칙과 정리를 배우는 데 이 이론이 필요하

다. 기본 이론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저항기역주1, 커패시터역주2, 인덕터역주3, 변압기와 같은 기본 수동 

부품들을 소개한다.

그 다음 줄로 내려가면 이산 피동 회로가 나온다. 이산 피동 회로에는 전류 제한 네트워크, 전압 

분배기(분압기), 필터 회로, 감쇠기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간단한 회로들이 그 자체로는 그다지 

흥미롭지는 않지만, 더 복잡한 회로를 구성하는 데는 필수적이다.

수동 소자와 회로를 배우고 나면 반도체 소재로 만든 별도의 능동 소자로 주제가 넘어간다. 이

러한 소자들을 주로 다이오드(전류를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게이트)나 트랜지스터(전기로 제어하는 

스위치/증폭기)로 구성한다.

이산 능동 소자를 다루고 난 뒤에는 이산 능동/피동 회로를 다룬다. 이러한 회로 중에는 정류기

(직류-교류 변환기), 증폭기, 발진기역주1, 변조기, 혼류기역주2, 전압 조정기도 있다. 여기서부터 재미있

는 일이 시작된다.

전자공학을 배우는 동안에 다양한 입출력(I/O) 장치(변환기)를 배우게 된다. 소리, 빛, 압력 등

과 같은 물리적 신호를 회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기 신호로 변환할 때는 입력 장치(센서)

를 사용한다. 이러한 입력 장치들에는 마이크, 광트랜지스터역주1, 스위치, 키보드, 서미스터역주2,  

변형계, 발진기, 안테나 등이 포함된다. 전기 신호를 물리 신호로 변환하는 데는 출력 장치가 쓰인다.  

역주1  보통 ‘저항’이라고들 

부르지만, 그렇게 번역하면 

resistance와 구별할 수 없게 

되므로 ‘저항(resistance)’과 

‘저항기(resistor)’를 확실히 

구분했다.

역주2  capacitor, 즉 축전기 

또는 콘덴서

역주3  inductor, 즉 유도기

역주1  오실레이터 또는 떨개 

또는 발진자

역주2  믹서

역주1  광트랜지스터 또는 포토 

트랜지스터(phototransistor)

역주2  thermistor, 즉 

열가변저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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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장치로는 전구, LED 디스플레이와 LCD 디스플레이, 스피커, 부저, 모터(직류, 서보,  

스테퍼), 솔레노이드, 안테나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입출력 장치로 사람이 회로와 소통할 수 있다.

전원 검사 장비

출력 장치

이산 회로

디지털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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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 설계자가 더 쉽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제조업체들은 개별 회로들(이전 단락에서 언급한 내용)로 

채운 집적회로(IC)를 만들어 작은 실리콘 칩에 밀어 넣었다. 이 칩을 보통 플라스틱 패키지로 덮

고, 작은 내부 배선들을 사용해 (칩을) 외부 금속 단자에 연결한다. 증폭기나 전압 조정기와 같은 

집적회로를 아날로그	장치라고 부르는데, 이는 가변 전압 신호에 반응해서 신호를 생성하기 때문

이다. (이 점은 전압 준위가 두 가지뿐인 디지털 집적회로와 다르다.) 실무에 사용할 회로를 설계하는 사

람이라면 집적회로에 익숙해져야 한다.

이번에는 디지털 전자기기를 다룰 차례다. 디지털 회로는 두 가지 전압 상태만으로 작동한다.  

고준위(5 V가 그러한 예)와 저준위(0 V가 그러한 예)역주가 그것이다. 두 가지 전압 상태만이 쓰이는 이

유는, 그래야만 데이터(수, 기호, 제어 정보 등과 같은 데이터)를 쉽게 처리하고 저장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정보를 디지털 회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호로 부호화하는 과정은 비트(1과 0을 말하는데, 

이는 각기 고준위 전압과 저준위 전압에 상응한다)들을 이산적인 특성을 지닌 ‘낱말(word)’로 결합하는 

일과 관련이 있다. 설계자는 이러한 단어들이 특정 회로에서 지니는 의미를 알려준다. 아날로그 

전자장치와 다르게 디지털 전자기기에는 아주 새로운 부품을 사용한다.

특수한 집적회로를 디지털 전자기기에 엄청나게 많이 사용한다. 이러한 집적회로 중 일부를 입

력 정보를 바탕으로 논리적인 연산을 수행할 수 있게 설계한다. 한편, 그 밖의 부분은 횟수를 

세는 용도로 설계한다. 그리고 나중에 검색할 정보를 저장하도록 그 밖의 부분들을 설계한다. 

디지털 집적회로에는 논리 게이트, 플립플롭, 교대 저항기, 카운터역주, 메모리, 프로세서 등이 포

함된다. 디지털 회로는 전기 제품에 ‘두뇌’를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디지털 회로를 아날로그 회

로와 상호작용하게 하려면 특수한 아날로그/디지털(A/D) 변환 회로가 필요한데, 이 회로는 아날

로그 신호를 1과 0으로만 구성된 문자열로 변환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1과 0으로만 구성된 문자

열을 아날로그 신호로 바꿀 때는 디지털-아날로그 변환 회로를 사용한다. 

디지털 전자기기의 원리를 이해하면 마이크로컨트롤러 분야를 자유롭게 탐구할 수 있다. 마이크

로컨트롤러란 입출력 핀들을 사용해 센서에서 값을 읽거나 출력 장치를 제어할 수 있고 프로그

램도 짜 넣을 수 있는 장치인데, 이 모든 것을 단일 집적회로에서 프로그램으로 제어할 수 있다.

전자공학의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모두 섞어 쓴다. 이런 측면에는 회로도를 판독

하는 방법을 배우고, 브레드보드역주1를 이용해 시제품 회로를 구성하고, (멀티미터, 오실로스코프, 논

리 탐촉자역주2를 사용해) 시제품을 검사해 다시 고치고, (필요한 경우) 시제품을 개선하고, 각종 도구

와 특별한 회로 기판을 사용해 최종 회로를 구성하는 일들이 포함된다. 

다음 장에서는 전자공학 이론을 살펴보는 일부터 시작한다. 

역주  high level과 low level. 
high나 low 또는 H나 L로도 

표현. 보통 ‘하이’와 ‘로우’라고 

부르지만, 이 책 전반에 

걸쳐 ‘준위(level)’와 관계된 

개념으로 쓰이므로 고준위, 

저준위로 번역했다. 또한 이렇게 

번역해야만 심도 깊은 논의를 

전개한 원문의 뜻이 제대로 

전달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점에 유념해주면 좋겠다.

역주  counter, 즉 계수기 

역주1  breadboard, 즉  

빵 보드

역주2  논리 탐침 또는  

논리 프로브(logic pr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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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C H A P T E R  2

2.1 전자공학 이론
이번 장에서는 전류, 전압, 저항, 전력, 축전, 유도와 같은 전자공학의 기본 개념을 다룬다. 이 

개념들을 접하고 난 뒤에 이번 장에서는 저항기, 커패시터, 인덕터와 같은 전자기기 기본 요소를 

통해 전류와 전압을 수학적인 모형으로 만드는 방법을 그려낸다. 또한, 옴의 법칙, 키르히호프의 

법칙, 테브난의 정리와 같은 몇 가지 기본 법칙과 정리를 사용해서, 전력원으로 구동하는 저항

기, 커패시터, 인덕터가 들어 있는 복잡한 회로를 분석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곧 보게 되겠지만, 

이러한 회로망들에 사용되는 전력원으로는 직류 전원, 교류 전원(정현파역주 주기 전원과 비정현파 주

기 전원을 포함), 비정현파 비주기 전원이 포함된다. 갑자기 상태가 변한 회로(회로 내 스위치가 갑자

기 전환되는 일과 같은)와 같은 과도 회로에 대해서도 거론할 것이다. 이번 장의 끝 부분에서는 비

선형 소자(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집적 회로 등)가 포함된 회로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접근방식을 이

야기한다.

전자공학을 처음 접한다면, 회로 시뮬레이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게 좋다. 웹 기반 시뮬레이터

인 서킷랩(CircuitLab, www.circuitlab.com)은 그래픽 인터페이스가 잘 되어 있어 사용하기 쉽다. 이 

장에 나오는 많은 계산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온라인 계산기도 있다. 이번 장을 거치는 동

안 시뮬레이터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알고 있는 바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고, 동시에 회로 동작 

방식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현실적인 시뮬레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시뮬레이터에 필요한 

매개변수를 모두 이해하지 않으면 시뮬레이터가 잘못되거나, 최소한 잘못되어 보일 수 있다. 브레

드보드, 전선, 저항기, 전력 공급 장치 등을 끄집어내어 조립할 때는 주저하지 말고 손에 오물을 

묻혀야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개발자에게 필수인, 가장 실무적인 지식을 얻게 된다.

이 장에서는 부품들을 단지 ‘이론적으로만’ 설명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커패시

터와 관련해서 커패시터의 작동방식과 특정 상황에 놓인 커패시터를 수학 방정식으로 묘사하

는 일이나 기본 행태를 예측하는 일과 관련된 그 밖의 다양한 기본 기법들을 배우게 된다. 그

렇지만 커패시터에 대한 중요한 실용적 통찰력, 예를 들면, 실생활용 커패시터 응용장치(필터링,  

역주  사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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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너빙, 발진기 설계 등)라든가 실제 커패시터 형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러한 실용적인 커패시

터가 이상적이지 않은 특징과 비교해 무엇이 다른지, 특정 용용기기에서 어떤 커패시터가 가장 

잘 작동하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사항으로는 커패시터에 있는 레이블(label)을 읽는 방식과 같은 

것들에 대한 통찰력을 얻으려면 해당 주제들을 다루는 3.6절을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점들은 이 

장에서 다룰 그 밖의 부품에도 적용된다.

이번 장에서는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아날로그 및 디지털 집적회로와 같은 비선형 장치와 변압

기에 관한 이론과 실용적인 정보 외에는 다루지 않는다. 3.8절에서 변압기에 관한 모든 것을 다

루고, 다양한 비선형 장치에 관해서는 이 책의 나머지 장에서 따로따로 다룬다.

참고 	이번	장의	특정	절에	나오는	수학이	두려워보일지라도	걱정할	것	없다.	알	수	있게	되겠지만,	이번	

장에	나오는	난해한	수학은	증명,	설명,	정리나	법칙에	쓰이거나	수학적	기교를	사용하지	않으면	얼마나	

어려운	일이	생기는지를	알려	주는	용도로	사용한다.	대부분의	회로를	설계하는	데	필요한	실제	수학	수

준은	놀라울	정도로	낮다.	사실,	기본	대수학	정도만	알아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번	장의	

특정	절에	나오는	수학이	보기	싫을	정도로	난해하게	느껴진다면,	섬뜩한	수식을	담고	있지	않아	유용하

면서도	보기	싫지	않은	공식과	법칙	등이	나올	때까지	해당	절을	건너뛰라.	수학에	재능이	있어야만	꽤	좋

은	회로를	설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2 전류
전류(electric	current)란 단면적 A를 단위시간 동안에 통과하는 총 전하량을 말한다. 이 단면적이 

기체, 플라스마, 액체 속의 한 단면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전자공학 분야에서는 대체로 반도체

와 같은 고체 물질의 한 조각을 나타낸다.

ΔQ가 한 단면을 Δt 시간 동안에 통과하는 총 전하량을 나타낸다고 하면, 평균	전류(average	

current) Iave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Δt 동안에 A를 지나가는 ΔQ

개별 전하 ΔQ

I

A

보기 2.1

시간에 따라 전류가 변화한다면, Δt → Δ0으로 해서 극한값을 취함으로써 순시	전류(instantaneous	

current)역주 I를 정의해 특정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의 순간적인 비율을 나타낼 수 있다.

 I   (2.1)

역주  순간적으로 흐르는 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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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류의 단위는 초당 쿨롱으로 이 단위를 암페어(A)라고도 부른다. 이는 앙드레 마리 앙페르

(Andre-Marie Ampere)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발음하기 어렵다면 암페어라고 부르지 않고 앰프(amp)라고 불러도 된다. 암페어가 매우 큰 단

위여서 전류 단위를 밀리암페어(1 mA = 1 × 10-3), 마이크로암페어(1 μA = 1 × 10-6 A), 나노암페어 

(1 nA = 1 × 10-9 A)로 나타내기도 한다.

구리와 같은 도체 내부에서, 구리 이온들로 이뤄진 격자 사이로 이동하는 자유전자들이 전류를 

형성한다. 구리에는 구리 원자당 자유전자 한 개가 있다. 전자 한 개의 전하를 다음 식으로 나

타낸다.

   (2.2.a)

이 식은 부호가 반대인 점만 빼고는 구리 이온 한 개의 전하를 나타내기도 한다. (격자 사이를 이

리저리 움직이는 자유전자로 이뤄진 ‘바다’에 전자 한 개를 내어놓은 원자는 양전하를 띄게 된다. 전자를 한 개 

잃은 원자의 양성자 수는 전자 개수보다 한 개 더 많은 꼴이 된다는 말이기도 하다.) 양성자의 전하를 다음 

식으로 나타낸다.

   (2.2b)

전자 개수와 양성자 개수가 같은 도체는 전반적으로 중성을 띈다. 등식 2.2를 사용하면 1 A 전

류가 구리선을 관통해 흐를 경우에 그 단면에 1초 동안 흐르는 전자 개수는 다음과 같다. 

전자
전자

그런데 문제가 있다. 결과를 보고서, 음수로 나타낸 전자가 매 초 몇 개나 흐르는지를 어떻게 하

면 알아낼 수 있을까?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로는, 전자가 전류에 대한 정의와 다

르게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는 식으로 말하거나, 양전하가 전자 대신 도선을 따라 흐른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도체의 격자형 구조에 고정되어 있는 양전하가 아닌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인다

는 실험적 증거가 있기 때문에 후자는 오답이다. (그렇지만 액체나 기체 및 플라즈마에서는 양이온이 흐

르기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양전하 흐름이 가능한 매질도 있다.) 전류 흐름을 정의한 방향과는 반대 방

향으로 전자가 흐른다는 첫 번째 설명이 정답이다.

오래전 벤저민 프랭클린(흔히 전자공학의 아버지로 여김)이 초창기 전자공학 분야에서 선구적인 업적

을 쌓을 무렵에, 그는 움직이며 일을 하는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수수께끼 같은 것들에 양전하 

기호를 붙이는 습관이 있었다. 얼마 후에 조셉 톰슨이라는 물리학자가 신비하게 움직이는 전하

를 분리하는 실험을 했다. 하지만 프랭클린이 사용하던 양성 전류를 사용한 유일한 공식을 바탕

으로 삼은 법칙들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톰슨도 어쩔 수 없이 실험 측정과 기록 및 계산 

과정에서 전류가 양성이라고 여기는 관행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톰슨이 발견한 움직이

는 전하(톰슨은 ‘전자’라고 부름)는 방정식에서 사용되는 관례적인 전류 I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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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식으로, 관행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보기 2.2를 보라.

이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전문 물리학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의미를 지니는 것일

까? 글쎄, 별 게 아니다. 전선과 다양한 전기 장치에서 움직이는 양전하가 있다는 식으로 간주

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해도 모든 게 잘 돌아간다. 두 방향 중 한쪽 방향으로 흐르는 음전하는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양전하와 상응한다.

맞다
무엇이 움직이지?

틀리다

진짜 전자 흐름

관행에 따른 전류 흐름(I)

톰슨
프랭클린

전자가 이동한다!

보기 2.2  톰슨은 도선을 따라 움직이는 양전하에 대한 생각을 프랭클린의 생각과는 반대로 바꾸었다. 하지만 어

느 한쪽 방향으로 흐르는 음성을 띈 전자가 그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양전하와 동등하므로 예전부터 쓰던 공식

이 여전히 유효하다. 오래된 공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프랭클린이 관행적으로 써온 전류를 적용하는 편이 더 현실

적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도체에서 이동하는 것은 전자이다.

사실 옴의 법칙(V  =  IR)을 포함해 전자공학에 사용되는 모든 공식은 전류 I가 양전하 운송자

(positive charge carrier)로 구성되어 있다고 ‘간주’한다. 우리는 늘 이런 관행을 따를 것이다. 요컨

대, 양전하가 움직인다고 생각해 버리는 편이 편리하다. 그러므로 전자	흐름(electron	flow)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관습적인 전류 흐름인 I가 전자 흐름과는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는 점을 알

고 있어야 한다. 잠시 후에 더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체 내의 미세한 움직임을 논의할 것

이다. 

 ▶ 예제 1: 2 A에 해당하는 전류가 도체에 흐르고 있을 때, 3초 동안 특정 지점을 통과하는 전자

는 몇 개인가?

Iave = 
ΔQ
Δt  = 

6 C
3 s

 = 2 A

전자 한 개의 전하
1.602 × 10-19 C 전자 6 C 또는

3.74 × 1019개 전자

전류 흐름
(전자들)

관행적인
전류 흐름

특정 지점
Δt, 즉 2초 동안 지나간 전하량

ΔQ

I

보기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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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답: 3초 동안 특정 지점을 통과하는 전하는 다음과 같다.

전자 한 개의 전하가 1.6 × 10-19 C이므로 6 C에 상당하는 전자 개수는 다음과 같다. 

전자 개수

 ▶ 예제 2: 전하가 Q( t )  =  (0.001 C) sin [(1000/s) t]에 따라 시간과 함께 회로 내에서 변화하는 

중이다. 순시 전류 흐름을 계산하라.

 

 ▷ 정답: 이 방정식에 특정 시간을 대입하면 해당 시간의 순시 전류를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t = 1

일 때 전류는 0.174 A가 된다. t = 3초일 때 전류는 -0.5 A가 될 것이고, 음의 부호는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는 점을 나타내는데, 이는 정현파의 특성에 따른 결과이다. 

참고 	마지막	예에서는	미적분을	사용하고	있는데,	미적분에	익숙하지	않다면	부록	C에서	미적분학의	

기본을	읽을	수	있다.	보다시피,	실제	전자공학을	다룰	때	전하	단위로	일해야	할	일은	거의	없다는	게	

다행이다.	일반적으로	전류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면	되는데,	전류를	측정할	때는	전류계를	사용하면	되

고,	전류를	계산할	때는	보통	미적분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공식을	사용한다.

 2.2.1  전류의 실상
어떤 게 전류를 많이 또는 적게 끌어낼까? 전자기기를 서투르게나마 수리해야 할 때는 비교할 만

한 치수를 알아 두는 게 좋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렇다. 100 W 전구는 약 1 A를, 마이크로파

는 8~13 A를 소비한다. 노트북 컴퓨터는 2~3 A를, 선풍기는 1 A를, 텔레비전은 1~2 A를, 스테레

오 라디오는 1~4 A를, 전형적인 LED는 20 mA를, 인터넷에 접속 중인 휴대폰(스마트폰)은 대

략 200 mA를, 첨단 저전력 마이크로칩(개별적으로)은 약간의 μA에서 어쩌면 몇 pA를, 자동차 

시동 장치는 대략 200 A를 소비한다. 벼락은 대략 1000A에 해당하고, 심장으로 유도되어 호흡

을 멈추게 하는 데 충분한 전류는 대략 100 mA ~ 1 A 정도다.

2.3 전압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전류를 흐르게 하려면, 두 지점 사이에 전압이 있어야만 한다. 도체

에 걸린 전압은 도체 내의 모든 자유전자를 밀어내는 데 쓰이는 기전력(electro	motive	force,	EMF)

을 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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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기술적인 사항을 한 가지 말하자면, 전압을 전위차(potential	difference)

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저 전위(potential)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모두 동일한 것을 나타낸다. 그렇

지만 이 책에서는 이 용어들을 쓰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용어가 전혀 다른 개념을 나타내는  

위치에너지(potential	energy)라는 말과 혼동되기 쉽기 때문이다.

두 도체와 스위치 한 개를 거치는 손전등 회로, 즉 전지 한 개가 전구 한 개에 연결된 간단한 손

전등 회로를 보기 2.4에 나타내었다. 스위치가 열리면(꺼짐) 전류가 흐르지 못한다. 그렇지만 스위

치가 닫히는 순간, 스위치의 저항이 거의 0으로 떨어져 전류가 흐른다. 이 전압이 회로 안의 모

든 곳에 있는 모든 자유전자를 음극에서 양극으로 움직이게 한다. 물론, 관습적으로 전류는 반

대 방향으로 흐른다(벤저민 프랭클린 부분을 볼 것).

손전등

스위치

전구

모식도

스위치

진짜
전자 흐름

관행적인
전류

전지

전구
전지

1.5 V

1.5 V I

보기 2.4

전지를 제외한 나머지 회로 부분에서는 전지가 필수인 것처럼, 전지에도 나머지 회로 부분이 필 수

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단자끼리 연결해 두지 않으면 전지 안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화학 반응이 전자의 전달과 관련이 있으므로 전지의 단자들(회로가 연결되는 곳)을 서로 연결

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게 의도적으로 설계한다. 이 과정을 알칼리 건전지를 사용해서 보기 2.5에 

나타내었다. 전지 부분에서는 이온 전류로, 다른 곳에서는 전자의 흐름으로 회로 전반에 걸친 전류

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날지라도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흐름이 보존된다는 점에 유의하라.

전자 흐름 관행적인 전류 흐름

금속 외장

음극 단자

양극
집전체

플라스틱
고리

절연체

전해액

전해액

이온 흐름

격리막(이온 브리지)

음극
MnO2(s)

양극
Zn(s)

폐기물

양극 활물질
전자 흐름

전자 흐름

0.100 A 전류에 대해 초당 1017개 반응

이온
흐름

양
극

전
해

질
음

극

양
이

온
음

이
온

전자
흐름

a. b.

2e-

e-

e- e-

e-

e-

e-

2e-

H2O( )2OH-(aq)

Mn2O3(s) 2MnO2(s)

Zn(OH)2(s)

I

I

2OH-(aq)

Zn(s)

Zn(s) + 2OH-(aq)

2 MnO2(s) + H2O(1) + 2e- Mn2O3(s) + 2OH-(aq)

Zn(OH)2(s) + 2e-

보기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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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전기 회로 부품

C H A P T E R  3

3.1 전선, 케이블, 커넥터
전선과 케이블은 전류가 저항을 덜 받게 하는 길과 같은 역할을 한다. 전기 전선은 대체로 구리

나 은으로 만들며, 일반적으로 플라스틱이나 고무 또는 도료로 절연이 되게 도포해서 보호한다. 

케이블은 따로따로 절연 처리한 전선을 모아 구성하며, 이렇게 해서 다중 전송 선로를 구성한다. 

플러그, 잭, 어댑터와 같은 커넥터는 전선 및 케이블을 그 밖의 전기 장치에 결합하기 위한 고정 

장치로 쓰인다.

 3.1.1  전선
전선의 지름을 선번(gauge	number)으로 표시한다. 선번 체계는 상식과 다르다. 선번 체계에서는 

선번이 낮을수록 전선의 지름이 크다. 동시에 전선의 저항도 줄어든다. 전류를 많이 흐르게 해

야 한다면 선번이 낮은 전선(즉, 지름이 큰 전선)을 써야 한다. 선번이 높은 전선(즉, 지름이 작은 전

선)에 전류가 너무 많이 흐르면 전선이 뜨거워져 녹을 수 있다. 표 3.1에는 20°C일 때의 B&S 표

준 치수 구리 전선의 다양한 특성을 보여 준다. 고무로 절연한 전선의 경우에는 허용 전류를 

30%만큼 줄여야 한다.

중실(solid core)역주1이나 연선(stranded wire)역주2 또는 편조선(braided wire)역주3 형태로 전선이 공급

된다.

역주1  단단한 심으로만 된 

선 또는 솔리드 코어

역주2  꼬은 선

역주3  braided는 짜 넣은 

실이라는 의미다. 즉, 짜서 

만든 선

251



이 전선은 브레드보드에 배선할 때 유용하다. 심 끝이 단단해서 브레드보드 소

켓에 끼우기 쉽고 이 과정에서 마모되지도 않는다. 이 전선을 여러 번 휘면 툭 끊

어지는 경향이 있다. 

단선 중실
(solid wire core)외피(jacket)

중실(solid core)

표준 선심
(standard wire core)

외피(jacket)

연선(stranded wire) 개별 구리 연선 여러 개를 사용해 주된 도선을 구성한다. 연선은 단선보다 대체

로 더 우수하다. 개별 전선들이 모여 더 넓은 표면적을 이루기 때문이다. 연선은 

구부려도 쉽게 부러지지 않는다.

편조(braid)
외피(jacket)

편조선(braided wire) 편조선은 많은 개별 연선들을 함께 짜 넣어 구성한다. 연선과 마찬가지로 이 전

선은 단선( 역주  중실 전선)보다 우수한 전선으로, 구부려도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편조선은 잡음 감소 케이블의 전자기 차폐물로 자주 사용하며, 케이블(예: 동축 케

이블) 내에서 전선 도체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보기 3.1

 ■ 전선 종류

단선 중실
(solid wire core)

자성을 띤
전선으로

여러 번 둘러 쌈

바니쉬 피복

철심

동조 소자
(tuning elements)

자성 권선 
(magnet wire)

이 전선은 코일이나 전자석처럼 여러 번 감아서 써야 하는 것, 예를 

들면 라디오 수신기의 동조 소자 같은 것을 만드는 데 쓰인다. 이 

전선은 단선 위에 바니쉬를 입혀 절연한 것이다. 일반적인 전선 크

기는 22~30게이지이다. 

미리 주석 처리한 모선용 단선
이 전선을 보통 결속선( 역주  브레드보드 점퍼선)이라고 부른다. 납땜

하기 좋게 주석/납 합금이 들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폴리염화비

닐(PVC)이나 폴리에틸렌 또는 테프론으로 절연한다. 취미 작업, 

인쇄 회로 기판 준비 및 그 밖에 끝이 노출되어 있는 작은 전선이 

필요한 응용 분야에서 사용한다.

이 전선은 전류가 잘 흐를 수 있게 가닥을 꼬아 표면적을 넓힌 것이

다. 고순도 구리를 사용해 잘 전도되게 한다.

연선
(stranded wire)

스피커 선

보기 3.2

외피(jacket)
단선 중실(solid wire core)
연선(stranded wire)
표준 선심(standard wire core)

편조선(braided wire)
편조(braid)

바니쉬 피복
동조 소자(tuning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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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구리선 규격(노출형과 에나멜 도포 전선)

전선 크기 
(AWG)

지름 
(밀 단위)

지름 
(밀리미터 단위)

1000피트당 
옴

킬로미터당 
옴

전류 운반 용량 
(A)

유사한 영국 
표준전선규격 번호 

1 289.3 7.35 0.1239 0.41 119.564 1

2 257.6 6.54 0.1563 0.51 94.797 2

3 229.4 5.83 0.1971 0.65 75.178 4

4 204.3 5.19 0.2485 0.82 59.626 5

5 181.9 4.62 0.3134 1.03 47.268 6

6 162.0 4.12 0.3952 1.30 37.491 7

7 144.3 3.67 0.4981 1.63 29.746 8

8 128.5 3.26 0.6281 2.06 23.589 9

9 114.4 2.91 0.7925 2.60 18.696 11

10 101.9 2.59 0.9987 3.28 14.834 12

11 90.7 2.31 1.2610 4.13 11.752 13

12 80.8 2.05 1.5880 5.21 9.327 13

13 72.0 1.83 2.0010 6.57 7.406 15

14 64.1 1.63 2.5240 8.29 5.870 15

15 57.1 1.45 3.1810 10.45 4.658 16

16 50.8 1.29 4.0180 13.17 3.687 17

17 45.3 1.15 5.0540 16.61 2.932 18

18 40.3 1.02 6.3860 20.95 2.320 19

19 35.9 0.91 8.0460 26.42 1.841 20

20 32.0 0.81 10.1280 33.31 1.463 21

21 28.5 0.72 12.7700 42.00 1.160 22

22 25.3 0.64 16.2000 52.96 0.914 22

23 22.6 0.57 20.3000 66.79 0.730 24

24 20.1 0.51 25.6700 84.22 0.577 24

25 17.9 0.46 32.3700 106.20 0.458 26

26 15.9 0.41 41.0200 133.90 0.361 27

27 14.2 0.36 51.4400 168.90 0.288 28

28 12.6 0.32 65.3100 212.90 0.227 29

29 11.3 0.29 81.2100 268.50 0.182 31

30 10.0 0.26 103.7100 338.60 0.143 33

31 8.9 0.23 130.9000 426.90 0.113 34

32 8.0 0.20 162.0000 538.30 0.091 35

33 7.1 0.18 205.7000 678.80 0.072 36

34 6.3 0.16 261.3000 856.00 0.057 37

35 5.6 0.14 330.7000 1079.00 0.045 38

36 5.0 0.13 414.8000 1361.00 0.036 39

37 4.5 0.11 512.1000 1716.00 0.029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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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  케이블
많은 개별 도선을 다중으로 구성해 케이블을 만든다. 케이블 내의 선들은 중실, 연선, 편조선 형태

이거나 이들을 적절히 조합한 형태이다. 케이블 내의 전형적인 전선 구성 방식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b

a

b

a

d

h

w

t
h

h
b t

w

단선 쌍(twin lead) 동축(coaxial) 띠판과 평판(ribbon and plane)

꼬임 2선식(twisted pair) 전선과 평판(wire and plane) 끈 선(strip line)

보기 3.3

 ■ 케이블 종류

2연 케이블
(paired cable)

꼬임 2선식
(twisted pair)

이 케이블은 각기 절연된 도체 두 개로 만든다. 흔히 직류 

응용기기 또는 저주파수 교류 응용기기에 사용한다. 

이 케이블은 두 개의 절연 전선을 서로 꼬아 구성한다. 2연 

케이블과 비슷하지만 선이 서로 꼬여 있는 점이 다르다.

그 밖에, 이더넷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CAT5 케이블은 꼬임 

2선식을 네 개 모아 구성한다.

말굽 단자
(spade lugs)

평행 2선 리드 
(twin lead)

이 케이블은 평평한 2선식 선으로서, 300 Ω 선이라고 한다. 

이 선은 임피던스를 300 Ω으로 유지한다. 주로 안테나와 

수신기(예를 들면, TV, 라디오) 간의 전송선으로 사용한다. 케

이블을 구성하는 각 전선을 꼬아 표피 효과를 줄인다.

접지선

 도선

절연체

외피 금속 차폐차폐된 평행 2선 리드
(shielded twin lead)

이 케이블은 2연 케이블과 비슷하지만 내부 전선과 접지선

을 금속박으로 둘러싸인 점이 다르다. 금속박이 내부 전선

을 외부 자기장(내부 전선 내에서 잡음이 많은 신호를 생성할 수 

있게 하는 전위력)에서 차폐하도록 설계한 것이다.

보기 3.4

말굽 단자(spade lugs)
외피, 금속 차폐, 접지선, 도선, 절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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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성 리드
(단단한 구리선)

구리 차폐막
(비활성 리드)

외피 폴리프로필렌

콜드 리드
고형 동도체 소선 또는 고형 황동 전선

불균형 동축
(unbalanced coaxial)

일반적으로 고주파 신호(예를 들면, 무선 주파수)를 전송할 

때 이 케이블을 사용한다. 케이블의 기하학적 구조로 인해 

유도성 및 용량성 효과와 외부 자기 간섭이 제한된다. 중

심에 놓인 전선은 단심 구리선 또는 단심 알루미늄 선으로 

활성 리드(hot lead) 역할을 한다. 폴리에틸렌과 같은 절연

체가 중심선을 둘러쌈으로써 중심선과 그 주변의 편조선

을 분리하는 역할을 한다. 편조선이나 구리 차폐는 비활성 

리드 또는 접지 리드 역할을 한다. 특성 임피던스의 범위는 

50~100 Ω이다.

2중 동축
(dual coaxial)

불균형 동축 케이블 두 개를 하나로 모아 이 케이블을 구

성한다. 신호 두 개를 따로따로 전송해야 할 때 사용한다.

절연체

구리 차폐

도선

균형 동축
(balanced coaxial)

이 케이블은 두 개의 단선을 플라스틱 절연체로 절연하는 

방식으로 구성한다. 불균형 동축 케이블과 마찬가지로, 황

동 차폐가 있어 잡음이 스며들지 못하게 한다. 불균형 동축 

케이블과는 달리, 차폐가 전도성 경로가 되지 않고 외부 자

기 간섭을 차폐하는 역할만 한다.

리본
(ribbon)

전선이 많이 필요한 응용 기기에 이런 케이블 형태를 사용

한다. 쉽게 구부릴 수 있다. 저전압 처리용으로 설계한 것

으로, 컴퓨터와 같은 디지털 시스템의 한 쪽 디지털 장치에

서 다른 쪽 디지털 장치로 비트 정보를 병렬로 전송할 때 

많이 사용한다.

다심 
(multiple conductor)역주

역주 	즉, 다중 도체

이런 케이블 형태는 여러 색깔별로 따로 포장한 전선들로 

구성한다. 많은 신호를 케이블 한 개를 통해 보내야 할 때 

이 케이블을 사용한다.

광섬유
(fiberoptic)

광섬유 케이블은 빛과 같은 전자기 신호를 전송하는 데 사

용한다. 전도성 심 재료로는 광섬유 피복(심보다는 굴절률이 

높은 유리 재료)으로 둘러싼 유리를 사용한다. 전자기 신호

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내부적으로 반사되며 케이블을 따

라 전파된다. 이미지 및 조명을 직접 전송하는 일이나 통신 

시 사용하는 변조 신호의 도파관으로 사용된다. 케이블 한 

개에 여러 개의 광섬유가 들어간다.

외피

구리 편조 차폐 광섬유

보기 3.4  (이어짐)

 3.1.3  커넥터
전기 장치에 전선이나 케이블을 고정하는 데 사용하는 일반적인 플러그나 잭을 조합한 것들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커넥터는 플러그(수컷 단자)와 잭(암컷 단자)으로 구성된다. 생김새가 다른 커

넥터를 결합할 때에는 어댑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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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  크림프 또는 조임쇠

압착기 암컷 말단

단자
수컷 말단

고무 절연체
레버 암
(lever arm)

땜납/압착기 선은 여기에

톱니

척 또는 조(jaw)

압착 커넥터는 끼워 넣을 수 있는 전선의 굵기에 따라 

색으로 구분한다. 반복해서 연결이 끊기는 직류 응용기

기에서 신속히 마찰력이 있게 연결하는 데 유용하다. 

압착 공구는 전선을 커넥터에 고정하는 데 사용한다.

악어 커넥터는 주로 임시 시험용 리드로 사용된다.

압착기(crimp)역주

악어(alligator)

플러그 소켓
접지

플러그 소켓

땜납 또는
나사 구멍

외피
인-청동
용수철 금속

전선

땜납 연결용
포스트

절연성 간격판
(insulative spacer)

나사형
접속 단자

고정 구멍

페놀 블록
(phenolic block)

Screw terminals -> 나사형 접속 단자
Mounting holes -> 고정 구멍
Phenolic block -> 페놀 블록(phenolic block)

117볼트(117-Volt)역주

역주 	우리나라는 220 V

말굽 단자(spade lug)/장벽 띠판(barrier strip)

바나나(banana)

이것은 전형적인 가전제품용 커넥터이다. 편광된 상태 

또는 편광되지 않은 상태로 공급된다. 두 형태 모두 접

지선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전기 장치에 전선 한 개를 접속시킬 때 사용한다. 시험

용 장비에 자주 쓴다. 잎이 네 개 달린 용수철 끝을 잭

에 끼운 형태로 플러그를 만든다.

이것은 나사를 사용해 금속성 말굽 단자를 종단에 고

정하는 데 사용하는 간단한 커넥터이다. 장벽 띠판은 

종종 말굽 단자의 받침대 역할을 한다.

보기 3.5

인-청동 용수철 금속
절연성 간격판(insulative spacer)
땜납 연결용 포스트
플러그, 소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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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컷 말단암컷 말단

IDC 커넥터를 흔히 컴퓨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납땜

하지 않고 플러그를 접속할 수 있도록 위해 절연체에 

압착된 V형 치아(v-shape teeth)를 사용해 리본 케이블

에 연결한다.

이것들을 보통 UHF 플러그라고 부른다. RG-59/U 
동축 케이블과 함께 쓴다. 이러한 커넥터는 나사산과 

마찰을 사용해 끼워서 맞출 수 있다.

BNC 커넥터를 동축 케이블과 함께 쓴다. F형 플러그

와는 달리 BNC 커넥터는 틀어서 잠그는 방식의 꼭지

쇠를 닮은 장치를 사용한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신

속하게 연결할 수 있다.

미니(mini)

PL-259

BNC

수컷 말단 암컷 말단

내부 나사 연결 껍데기

중심 도체

외측 도체

이 커넥터에 차폐된 연선을 넣을 수 있지만, 이 커넥터

가 더 크다. 두 개 또는 세 개 요소로 구성되며 길이는 

 인치(31.8 mm)이다. 마이크로폰 케이블의 커넥터 및 

기타 저전압, 소전류 응용기기에 사용된다. 

이 커넥터의 3.5 mm나 심지어 2.5 mm형도 자주 사용

된다.

포노 커넥터를 종종 RCA 플러그 또는 핀 플러그라고 

부른다. 주로 오디오 연결에 사용한다.

F형 커넥터는 다양한 불균형 동축 케이블과 함께 사

용한다. 일반적으로 영상장치 구성품들을 상호 연결하

는 데 사용한다. F형 커넥터는 나사와 마찰로 함께 맞

추는 방식이다. 

이 커넥터는 일반적으로 3~15 V 사이의 저전압 직류

를 공급하는 데 사용된다.

포노(phono)

F형

팁(tip)

팁
(중심 도체)

절연체
팁

외피

플러그 소켓

외측 도체외측 도체

폰(phone)

보기 3.5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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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핀 5핀

5핀 8핀 

플러그

소켓

전선

누름 버튼 신축성 갈고리

전선

전선을 ‘중공’ 에
끼워 납땜한다.

플러그 잭

열 수축형 플라스틱

구멍

T형 커넥터에는 두 개의 플러그형 단자가 있고 중심에 

잭 단자가 있다. 동축 케이블을 어딘가에 연결해야 할 

때 사용한다.

T형 커넥터

딘 커넥터(DIN connector)

갈고리(meat hook)

D형 커넥터(D-connector)

이 커넥터를 다중 도선과 함께 사용한다. 보통 오디와 

장치와 컴퓨터 주변기기를 연결하는 데 사용한다.

이러한 커넥터들의 소형(미니 DIN)도 널리 쓰인다.

이 커넥터는 시험용 탐촉자( 역주  시험봉)로 사용한다. 용

수철로 작동하는 갈고리의 버튼을 누르면 열리기도 하

고 닫히기도 한다. 갈고리를 전선이나 부품 리드에 걸 

수 있다.

D형 커넥터를 리본 케이블과 함께 쓴다. 커넥터마다 접

점이 50개 있을 수 있다. 개별 플러그 핀이나 잭 소켓을 

전선에 연결할 때는 각 커넥터의 뒷면에 있는 중공의 

금속 고리에 전선을 끼워 넣는 식으로 한다. 그런 다음 

그 자리에서 전선을 납땜한다.

보기 3.5 (이어짐)

 3.1.4  배선 기호와 커넥터 기호

단자

차폐

덮개

가공지선
(shielded wire)

 2 도체 케이블

차폐된
2 도체 케이블

교차된 도체
(접촉하지 않음)

연결된 도체

동축 케이블

배선

보기 3.6

배선
단자, 차폐, 덮개
가공지선(shielded wire)
차폐된 2 도체 케이
교차된 도체
2 도체 케이블
동축 케이블
연결된 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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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볼트 플러그 234볼트 소켓

중성 중성

접지

활성

중성

117볼트 극성 플러그

접지

117볼트 극성 소켓

활성

중성

접지

117볼트 비극성 플러그

접지

117볼트 비극성 소켓

팁

슬리브

팁
고리

슬리브

2 도체 플러그 3 도체 플러그 2 도체 비단락 잭

단극단투(SPST)
스위치

2 도체 단락 잭

2극단투(DPST)
스위치

3 도체 잭

공통 연결 접점 동축 커넥터
플러그 잭

암컷수컷

커넥터

보기 3.6  (이어짐)

 3.1.5  전선 및 케이블 내 고주파 효과

 ■ 전선의 기묘한 행태(표피 효과)

적은 직류 전류를 바탕으로 취미 생활을 할 때면 전선과 케이블을 곧게 펼치게 된다. 이것들은 

본질적으로 저항이 없는 단순한 도체 같은 역할을 한다. 그렇지만 직류 전류를 고주파수 교류 

전류로 바꾸면 기묘한 일이 전선에서 일어나기 시작한다. 보다시피 이 ‘기묘한 것들’ 때문에 전선

을 완벽한 도체로 다루지 못하게 된다.

먼저, 직류 전류가 흐를 때 전선에서 벌어지는 일을 살펴보자.

단면

전자

전선의 단면

e e

–

+

물이 수도관을 통해 흐르는 방식과 유사하게 전자는 직류

원에 연결된 전선을 통해 흐르게 된다. 이것은 임의의 전자 

한 개가 지나가는 길은 본질적으로 전선의 체적 범위 안의 

임의의 위치(예를 들면, 중심이나 중앙이나 표면)를 의미한다.

보기 3.7

배선
단자, 차폐, 덮개
가공지선(shielded wire)
차폐된 2 도체 케이
교차된 도체
2 도체 케이블
동축 케이블
연결된 도체

커넥터
단면, 전선의 단면
전자, 수컷, 암컷
플러그, 잭
동축 커넥터, 접점
공통 연결, 팁
2 도체 플러그, 3 도체 플러그
2 도체 비단락 잭, 2 도체 단락 잭
2극단투(DPST)
단극단투(SPST)
117볼트 비극성 플러그
117볼트 극성 플러그
117볼트 극성 소켓
234볼트 플러그
234볼트 소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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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고주파 교류 전류를 전선을 통해 보낼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자. 

전선에 교류 전압이 걸리면 전자가 앞뒤로 요동한다. 진동 

과정에서 전자가 자기장을 생성한다. 몇 가지 물리적 원리를 

적용하면(각 전자가 만들어내는 개별 자력을 합해 형성된 힘을 다시 

모든 전자에 적용하면), 전자는 전선의 표면 쪽으로 밀려난다

는 점을 알 수 있다. 인가된 신호의 주파수가 늘어나면 전자

는 중심에서 더 먼 표면 쪽으로 밀려난다. 이 과정에서 전선

의 중심부에는 전도 전자가 전혀 없게 된다.

단면

전자

e e
결핍 영역

전선의 단면

보기 3.8

고주파일 때 전선의 표면 쪽으로 전자가 이동하는 효과를 표피	효과(skin	effect)역주라고 부른다. 저

주파에서는 표피 효과가 전선의 전도율(또는 저항)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지만 주파수

가 커질수록 전선의 저항이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표 3.2는 신호의 주파수가 늘어남에 따라 

표피 효과가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커지는지를 보여 준다(이 표는 교류 저항과 직류 저항의 비율을 주

파수의 함수로 사용한다).

표피 효과로 인해 생기는 저항을 줄이려면 연선을 사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도체 내의 

모든 개별 선의 표면적을 합한 면적이 직경이 같은 단선의 표면적보다 넓기 때문이다. 

표 3.2  주파수의 함수로 쓰이는 교류/직류 저항비 

R교류/R직류

선번 106 HZ 107 HZ 108 HZ 109 HZ

22 6.9 21.7 68.6 217

18 10.9 34.5 109 345

14 17.6 55.7 176 557

10 27.6 87.3 276 873

 ■ 케이블의 기묘한 행태(전송선에 관한 강의)

전선과 마찬가지로 케이블에도 표피 효과가 난다. 게다가 케이블 자체 내에 자기장 및 전기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케이블은 유도성 및 용량성 효과를 낸다. 전선에 흐르는 전류가 형성하는 자기

장으로 인해 다른 곳에 전류가 유도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케이블 내의 전선 두 개 사이에 전하 

차가 있을 경우에 전기장이 존재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용량성 효과가 발생한다.

전기장

자기장

e–
e–

e–

전기장

 자기장

e–
e–

e–
e–e–

동축 케이블 2연 케이블

보기 3.9  동축 케이블과 2연 케이블 내의 전기장과 자기장

역주  껍질 효과

결핍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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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전자공학

C H A P T E R  5

광전자공학(optoelectronics)은 전자공학의 한 분야로 발광 장치와 광 검출 장치를 다룬다. 전등

이나 발광 다이오드(LED)와 같은 발광 장치는 전류를 사용해 전자기 에너지를 만들어 내어 전

자를 더 높은 에너지 준위로 들뜨게 한다(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바뀌면 광자가 방출된다). 한편 광트

랜지스터역주 및 광저항기와 같은 광 검출 장치는 유입되는 전자기 에너지를 받아 전류 및 전압으

로 변환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 일반적으로 광자를 사용해 반도체 소재 내에 속박된 전자를 방

출하게 하는 식으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 발광 장치는 일반적으로 조명용으로나 또는 지시

등으로 사용한다. 광 검출 장치는 주로 암부 활성 스위치나 원격 제어기 등과 같이 광 검출 장

치 및 통신 장치 내에 사용된다. 이번 장에서 다루는 광전자 장치로는 전등, LED, 광저항기,  

광 다이오드, 광전지, 광트랜지스터, 광 사이리스터, 광 분리기 등이 있다.

전등 LED 광저항기 광트랜지스터,
광 다이오드,
광 사이리스터

광전지 광 분리기

보기 5.1

역주1  즉, 포토트랜지스터 

또는 감광트랜지스터

역주2      즉, 포토레지스터 또는 

빛저항기 또는 광저항 또는 

감광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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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광자에 관한 약간의 강의
광자(photons)는 전자기 방사선의 기본 원소들이다. 예를 들어, 백색광은 여러 종류의 광자로 구

성되어 있다. 그중 일부는 청색 광자이고 일부는 적색 광자이다. 백색 광자라는 존재가 없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한다. 대신에, 다양한 색채로 된 광자가 조합되어 우리 눈과 상호작용을 할 

때, 우리 두뇌는 백색광(white	light)으로 인지한다.

광자가 가시광선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라디오 주파수 광자, 적외선 광자, 마이크로파 광자를 

비롯해 우리 눈이 감지하지 못하는 다양한 종류의 광자가 있다.

물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광자는 무척 흥미로운 피조물이다. 정지 질량이 전혀 없으면서도 운동

량(에너지)을 옮긴다. 광자의 전자기 선속 내 전자파와는 거리가 먼 특성이 광자에 있다. 광자

의 파장(연속적인 전기장이 자기장의 파고 간 거리)은 이동하는 매질과 광자가 생성된 근원에 따라 

달라진다. 광자의 색깔이 파장으로 결정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로 광자의 주파수와 광

자의 파장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여기서 ν는 광자의 속도이다. 자유 공간에서 ν는 빛의 속도

(c  =  3.0  ×  108 m/s)와 같지만 유리와 같은 다른 매질에서는 ν는 빛의 속도보다 작아진다. 파장이 

긴 광자(또는 주파수가 작은 광자)의 에너지는 파장이 짧은 광자(또는 주파수가 높은 광자)보다 작다.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E  =  hf와 같은데, 여기서 h는 플랑크 상수이다(6.63  ×  10-34 J·s).

하전 입자를 가속하거나 감속하는 기법을 사용해 광자를 ‘만든다’. 예를 들면, 안테나 속에서 전

자를 앞뒤로 요동하게 하면 라디오 주파수를 지닌 광자가 생성되는데, 이 광자의 파장은 가시광

보다는 아주 길다(에너지가 작다). 반대로 가시광은 원자 내의 외각 전자역주가 힘을 받는 과정에서 

가속되다가 에너지 준위가 바뀔 때 생성된다. 분자를 매우 빠르게 진동하게 하거나 회전하게 해

도 그 밖의 주파수를 지닌 광자를 생성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 원자핵 내의 전하를 가속해 아

주 큰 에너지를 지닌 광자(예를 들면, 감마선)를 생성할 수도 있다.

보기 5.2에 붕괴하는 전자기 스펙트럼이 나온다. 무선주파(radiofrequency) 광자의 범위는 수 헤르츠

에서 대략 109 Hz(파장의 길이는 0.3 m에서부터 수 킬로미터까지 해당)에 이른다. 전선이나 라디오나 텔

레비전의 송신장치와 같은 전자 회로 내부에 흐르는 교류로 인해 종종 무선주파가 생성된다.

마이크로파(microwave) 광자의 주파수 대역은 109 ~ 3  ×  1011 Hz이다(파장의 길이는 1 mm ~ 30 cm). 

이러한 광자들은 지구 대기를 관통하므로 우주선 통신, 전파천문학, 위성에 맞게 전환된 전화 

전송 등에 사용한다. 물론 음식을 조리할 때도 사용한다. 원자의 전이 과정에서나 전자와 원자

핵의 스핀역주에 의해서도 종종 마이크로파가 생성된다.

적외선(infrared) 광자의 주파수는 약 3 × 1011 ~ 4  × 1014 Hz에 퍼져 있다. 분자가 진동할 때 적외선

이 생성되는데, 일반적으로 전열 기구, 백열등, 태양, 인체(3,000 ~ 10,000 nm 범위의 광자를 방출) 및 

특수한 반도체 소자와 같은 백열 광원에서 적외선이 방출된다. 

가시광(light) 광자는 3.84  ×  1014 ~ 약 7.69  ×  1014 Hz에 이르는 좁은 주파수 대역으로 구성되며, 일

반적으로 원자나 분자 내의 외각 전자가 자리를 바꾸는 과정에서 생성된다. 예를 들어, 백열전

구 내 필라멘트에 있는 전자들은 인가된 전압 때문에 무작위로 가속되면서 자주 충돌하게 된다. 

역주  즉, 바깥 껍질 전자

역주  즉, 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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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충돌로 인해 전자가 가속되는데 그 속도 범위가 넓어서 그 결과로 넓은 주파수 스펙

트럼(가시광 대역 내에서)이 생겨서 백색광을 이룬다.

자외선(ultraviolet) 광자의 범위는 대략 8  ×  1014  ~  3.4  ×  1016 Hz에 이르고, 원자 내 전자가 크게 

들떠 있던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멀리 내려앉을 때 발생한다. 불행하게도 자외선 광자의 주파수

는 인간 세포 내 DNA에 나쁘게 작용해 피부암을 일으킬 수도 있다. 태양은 자외선을 대량으로 

방출한다. 다행히 대기권을 보호하는 오존 분자는 광자 에너지를 오존 분자 내 진동 운동으로 

바꿔 이러한 자외선 복사 중 대부분을 흡수할 수 있다.

전자기 스펙트럼

1 GHz 

103

106

1012

1015

1018

1021

105

102

10-1

10-4

10-7

10-10

10-13

10-30

10-27

10-24

10-21

10-18

10-15

10-12

1 kHz

1 MHz

1 GHz
1 m

1 μm 

1 nm 

G선

엑스선

자외선

109

10-15

10-12

가시광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무선 주파수

주파수
(Hz)

파장
(m)

광자 에너지
(J)

물리적 근원 인공 생성

원자핵

내각 전자

내각 전자와
외각 전자

외각 전자

분자 진동과
회전

전자 스핀 
핵 스핀

가속기

엑스선 관

레이저 
아크
스파크
전등

전자 회로

체열

1 cm 

1 km 

보기 5.2

엑스선(x-rays)은 에너지가 큰 광자로서 그 범위가 약 2.4  ×  1016  ~  5  ×  1019 Hz에 이르는데, 종종 

파장이 원자의 지름보다 작을 때가 있다. 속도가 빠른 하전 입자의 속도를 급히 줄이는 방식으

로 엑스선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엑스선이 직진하는 경향이 있어서 엑스레이 필름을 찍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감마선(gamma	rays)은 에너지가 가장 큰 광자로 주파수가 약 5  ×  1019 Hz부터 시작된다. 이 광자

는 원자핵 내에서 전이 과정을 겪는 입자들이 만들어 낸다. 감마선의 경우에는 파동적인 특성

을 관찰하기가 무척 어렵다.

내각 전자
가속기
엑스선 관
외각 전자
분자 진동
레이저
아크
스파크
전등
체열
전자 스핀
핵 스핀
전자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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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전등
전등은 전류를 빛에너지로 전환하는 장치다. 이러한 전환 방식 중 한 가지로는 전선으로 된 필

라멘트 중 특별한 종류에 전류를 흐르게 하는 방식이 있다. 필라멘트를 구성하는 원자들에 전

류가 부딪히면 필라멘트에 열이 나면서 광자가 방출된다. (이 과정에서 파장 길이가 서로 다른 다양한 

광자가 생성되어 그 결과로 방출된 빛의 색깔이 백색으로 보이게 된다.) 빛을 생성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는, 기체를 채운 유리 전구 안에 한 쌍의 전극을 살짝 띄운 채로 두는 방식이 있다. 

전극2 

절연체

전극1

텅스텐
필라멘트

백열등
이러한 전등들은 텅스텐 전선으로 만든 필라멘트에 전

류가 흐르면서 흰색 빛을 낸다. 진공 유리관을 아르곤, 

크립톤, 질소와 같은 기체로 채우면 전등의 휘도를 높이

거나 필라멘트가 타는 일(산소가 풍부한 환경인 경우에)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백열등을 손전등이나 가정용 

전등 또는 지시등으로 사용한다. 백열등의 크기와 모양

이 다양해서 전류, 전압, 촛대 전구의 전력 정격도 다양

하다.

할로겐 전등
일반적인 백열등과 비슷하게 할로겐 전등도 매우 밝은 빛

을 낸다. 일반적인 백열등과는 다르게 석영으로 만든 전구 

내부에 필라멘트가 코팅되어 있다. 이 전구 안을 브롬이나 

요오드 같은 할로겐 기체로 채운다. 이 전구를 프로젝터 

전구, 자동차용 전조등, 섬광등 등의 용도로 사용한다.

전극

가스 방전등
이 전등은 전구 내 두 전극 사이를 채운 네온 기체 분자

가 이온화하면서 희미하고 창백한 빛을 낸다. 가스 방전 

전구 종류로는 네온 전구, 크세논 섬광 전구 및 수은 증

기 전구가 포함된다. 가스 방전 전구는 특정 최소 작동 

전압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켜지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이

유로 트리거(trigger, 역주  방아쇠 같은 역할을 하는 장치 또는 

유발기) 및 전압 조절 응용기기에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표시등 및 가정용 교류 전원 콘센트 시험용으로도 사용

한다.

형광등

이 등은 유리관의 안쪽 벽에 형광 물질을 바르고 수은 증기를 채운 전등이다. 관의 양끝에는 음극과 양극 백열 

필라멘트가 있다. 백열 음극 전극에서 방출된 전자가 수은 원자와 충돌하면서 자외선(UV)이 방출된다. 그런 다

음에 자외선이 형광 물질을 바른 부분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가시광선이 방출된다. 이러한 전등에는 

바이메탈 접점이 있는 보조 글로우 전등 및 전등 내 방전이 시작될 수 있게 양극 및 음극에 병렬로 배치한 초크

가 필요하다. 형광등을 주로 가정용 조명 기기로 사용하며 효율이 높다.

보기 5.3

절연체
텅스텐 필라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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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등은 특정 전압이 인가될 때 이온화되는 제논 가스

를 채운 가스 방전등이다. 이 전등에는 양극, 음극 및 트

리거 전압 리드라는 세 가지 리드를 사용한다. 일반적으

로 양극 리드나 음극 리드에 특정 전압이 가해지면 전등

이 커진다. 반면에 특정 전압이 트리거 리드에 인가되면 

갑작스럽게 기체가 이온화되어 아주 밝은 섬광이 방출된

다. 이 전등은 사진 촬영용 응용기기나 특수 효과 조명 

작업 등에 사용한다. 

트리거 전극

제논 플래시 램프

보기 5.3  (이어짐)

전극에 전압이 걸리면 기체가 이온화(기체 원자에서 전자가 제거됨)되어 광자를 방출한다. 보기 5.3

에 주요한 전등 중 일부를 나타내었다.

 ■ 전구에 관한 기술 자료

평균	구형	광도(mean	spherical	candle	power,	MSCP)라고 부르는 것으로 전등의 밝기를 잰다. 전구 제

조업체는 적분구역주의 중심에 전구를 배치해 표면 전구 출력을 평균화한다. 전등에 대한 평균 구

형 광도의 실제 값은 전구 필라멘트 방사 표면 색 온도의 함수이다. 주어진 온도에서 필라멘트 

표면적을 두 배로 늘리면 평균 구형 광도가 두 배가 된다. 그 밖에 전등에 대한 기술적인 고려 

사항으로는 전압 및 전류 정격, 예상 수명, 전구의 물리적 형상 및 필라멘트 종류가 있다. 보기 

5.3에 서로 다른 전구 종류를 많이 게재했다.

최근 몇 년 간 백열등 전구가 귀해졌다. 미국 내 조명 시장에서는 소형 형광등 모양으로 대체되

었고, 유럽 국가의 경우에는 거의 판매되지 않고 있다. 백열전구 대신에 조명용 LED 어레이를 

사용하는 경향도 보인다(다음 절 참조). 이전에는 백열 지시등을 사용했던 응용기기에서도 이제는 

LED를 더 사용한다. LED는 수명이 아주 길고 전력을 덜 소비하며 물리적 충격이나 열로 인한 

충격에 훨씬 더 강하다.

5.3 발광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LED)는 리드가 두 개인 장치로, pn 접합 다이오드와 유사하지만 가시광선이나 적

외선을 내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이 다르다. LED의 양극 전압이 음극 리드의 전압보다 크면(최소한 

0.6에서 2.2 V) 전류가 소자를 타고 흐르면서 빛이 나온다. 그렇지만, 극성을 거꾸로 하면(양극이 음

극보다 음성인 경우) LED가 전도되지 않으므로 빛이 나오지 않는다. LED를 표시하는 기호를 보

기 5.5에 나타냈다.

LED의 색은 아주 다양하다. 역사적으로 보면 첫 번째 LED 색은 적색이었다. 그 다음에 황색, 

녹색, 적외선 LED가 나왔다. 1990년대에 이르러서야 청색 LED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

날에는 LED 색이 아주 다양해서 백색도 있다.

조명에 사용하는 고출력 LED도 있고, 디스플레이 장치에 내장할 수 있게 고분자 중합체역주로 만

든 유기 LED(OLED)도 있다. 

역주  또는 적분공

역주  즉, 폴리머(poly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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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LED(특히 적외선 LED)를 원격 제어 회로(예: TV 리모컨)용 전송 소자로도 사용한다. 이 경우

에 수신 회로 내의 전류 흐름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LED의 광 출력 변화에 응답하는 광트랜지

스터를 수광 소자(receiving elements)로 사용한다. 

T-3/4 소선(wire)

초소형 나선
(midget screw)

2핀(bi-pin) 초소형 나선형
(midget screw)

꼭지쇠 절연된 나선형
(screw-insulated)

꼭지쇠
(bayonet)

T-3/4 2핀(bi-pin)
초소형 플랜지
(midget flange)

백열전구

초소형 고랑
(midget groove)

초소형 나선
(midget screw)

필라멘트

전구 소켓 

C-6

C-2R

C-2F

CC-6

CC-2F
보기 5.4

양극 음극
+ _

보기 5.5

 5.3.1  LED 작동 방식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함께 결합해 pn 접합을 형성함으로써 LED의 발광 부분을 형성한

다. 이 pn 접합이 순방향으로 바이어스되면, n측 전자가 pn 접합을 통해 p측으로 여기된 다음

T-3/4 소선(wire)
T-3/4 2핀(bi-pin)
초소형 플랜지
(midget flange)
초소형 고랑
(midget groove)
초소형 나선
(midget screw)
꼭지쇠
(bayonet)
절연된 나선형
(screw-insulated)
C-6
C-2R
C-2F
CC-6
CC-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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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그 자리에서 양공과 결합한다. 

양공

전자

P N

전자 흐름

+ –

광자
에폭시 렌즈

LED 칩

반사체

음극
(-)

양극
(+)

보기 5.6

전자가 양공과 결합하면 광자가 방출된다. 일반적으로, 빛을 산란시키는 입자를 혼입한 에폭시 

용기 안에 LED의 pn 접합부를 넣어 빛을 더욱 밝게 보이게 한다. 종종 반도체 밑에 반사경을 

두어 빛이 위쪽으로 향하게 하기도 한다. 심지 부분의 열이 반도체에서 멀어질 수 있게 하려고 

양극 및 음극 리드를 치수가 큰(heavy-gauge) 전도체로 만든다. 

 5.3.2  LED 종류
가시광선 LED

소형

특대형

렌즈

이러한 LED는 일반적으로 저렴하고 내구성이 있어 표시등으로 사용된다. 일반적인 

색상으로는 녹색(-565 nm), 황색(-585 nm), 주황색(-615 nm), 적색(-650nm)이 있

다. 최대 순방향 전압은 약 1.8 V이고, 일반적인 작동 전류는 10 ~ 30 mA이다.

적외선 LED

소형

특대형

렌즈 이러한 LED들은 적외선 광자를 방출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파장은 대략 

880 ~ 940 nm 사이다. 리모컨 회로(예를 들면, TV 리모컨, 침입 경보 장치) 내에 있는 감광 

센서(예를 들면, 광 다이오드, 광저항기( 역주  즉, 포토레지스터 또는 광저항기 또는 포토셀)), 광트

랜지스터)와 결합해 사용한다. 가시광 LED보다 시야각이 좁아서 전송된 정보를 효율

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광자 출력을 특정 순방향 전류당 출력 전력이라는 관점에서 

특징지을 수 있다. 일반적인 출력 범위는 약 0.50 mW/20 mA ~ 8.0 mW/50 mA이다. 
특정 순방향 전류 범위에서 최대 순방향 전압은 20 mA일 때 1.6 V이고 100 mA일 때 
2.0 V이다. 

이러한 LED 용기 내부에는 소형 집적 회로가 들어 있어 1초당 1회에서 6회 정도 

LED가 섬광을 낸다. 주로 지시 점멸기로 사용하지만 간단한 발진기로도 사용할 수 

있다.

점멸 LED

보기 5.7

광자
양공
전자
전자 흐름
에폭시 렌즈
LED 칩
반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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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색 LED

녹색 적색

음극

적색 녹색

여러 LED를 한 패키지 안에 놓은 게 다색 LED이다. 다색 LED가 내는 색깔은 각 

LED가 내는 색깔을 혼합한 색이다. 적색, 녹색, 청색 LED가 한 패키지 안에 들어

간 것, 즉 RGB LED가 궁극적인 다색 LED이다. 각 LED의 밝기를 조절해 어떤 색

이든 혼합할 수 있으며, 모든 LED의 조도를 같게 해서 백색광을 낼 수 있다. 이 패

키지에는 보통 공통 양극 접합부와 공통 음극 접합부가 있다.

이것의 변형으로는 극성을 나타내기 위해 적색과 녹색 LED를 연속으로 놓은 게 있

다(공급 전압의 극성에 따라서 어느 쪽 LED가 순방향 바이어스와 켜짐 상태인지, 또는 역방향 

바이어스 및 꺼짐 상태인지가 정해진다).

숫자나 그 밖의 문자를 표시할 때 이것들을 사용한다. 여기 나타낸 LED 디스플레

이는 개별 LED 일곱 개로 이뤄져 있다. LED들 중 한 개에 전압이 걸리면 8자 표시 

중 해당 부분에 불이 들어온다. 액정 표시장치보다 LED 표시장치가 더 튼튼한 편

이지만 그만큼 전력을 더 많이 소비한다.

이와 같은 7세그먼트 LED뿐만 아니라, LED로 행렬을 구성한 LED 패키지도 이용

할 수 있다.

aA
aB
공통 음극
N.C.
N.C.
aDP
aC

14

13

12
11
10
9
8

aF
aG
N.C.

공통 음극
N.C.
aE
aD

1

2

3

4

E

F

A

B
G

D
C

DP

5
6
7

LED 소자
a = 양극
N.C. = 연결 없음

LED 디스플레이

보기 5.7 (이어짐)

 5.3.3  LED에 대한 상세 정보
LED의 바이어스가 순방향일 때 가시광선이나 적외선 또는 자외선을 방출한다. 단일한 가시광을 

내는 LED는 녹색 및 황색, 주황색, 적색, 청색광(일반적으로 90% 파고 높이에서 40 nm 미만으로 퍼져

있는 스펙트럼)을 상대적으로 좁은 대역에서 방출한다. 적외선 다이오드는 적색 가시광선을 넘는 

주파수 대역 중 하나를 방출한다.

LED 기호

양극
(A)

음극
(C)

점멸

적색 A

적색 C

적색
녹색
황색

녹색 C

적색

적색

녹색

녹색

녹색 A

녹색 A

적색 A

적색/녹색 C

2색

3색

색

LED 패키지

표준

2색

초소형
PCB 표시기

표면 실장형 LED

묶음 단위 PCB 표시기

2열 PCB 표시기

막대그래프

1열(light array)

행렬
(matrix)

숫자
(numeric)

장착 구조

판 끼우기

클립 끼우기

0.0250 
커넥터

무연 LED 커넥터

고무

절연체

섀시 장착 베젤

표시판

표시판

CLB 렌즈

CLB 렌즈

가벼운 파이프 및 SMD LED

가벼운
파이프

가벼운 파이프

LED PCB
표면 실장

직각으로 장착한 LED

직각으로 장착한 LED를  
가벼운 파이프에 끼운 것

보기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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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 LED는 다양한 파장을 내어 백색광을 흉내 내며, 배경 광원이나 전조등 및 야간 조명과 같

은 저조도 응용기기에 사용된다. 

지금은 고출력 LED(HPLED)도 사용할 수 있다. 고출력 LED에 쓰이는 전류는 수백 밀리암페어

에서 1암페어 이상에 이른다. 이러한 LED는 무척 밝기는 하지만 열을 많이 낸다. 고출력 LED

가 열로 인해 손상되지 않게 흡열부역주 위에 탑재해야 한다.

LED의 반응 시간은 무척 빠르고 아주 효율적이며 수명도 길다. 이러한 LED는 전류 출력이 순

방향 전류에 직접 비례하는 전류 의존형 소자이다. 

LED를 켜려면 LED의 순방향 전압 VLED보다 큰 전압을 인가하고, 직렬 저항을 통해 전류를 

LED의 최대 정격보다 낮은 수준, 즉 일반적으로 ILED(제조업체 권장 값)로 제한하라. 직렬 저항기

를 선택할 때는 다음 방정식을 사용한다.

밝기를 조절하고 싶다면 보기 5.10에 나온 것처럼 1 K 전위차계에 전류를 투입한다.

VLED는 LED 색에 따라 변한다. 일반적인 VLED 값은 고휘도 적색이 아닌 경우에는 1.7 V, 고휘도 

고효율 저전류 적색인 경우는 1.9 V, 주황색과 황색의 경우 2 V, 녹색인 경우에는 2.1 V, 밝은 흰

색과 짙은 파란색인 종류인 경에는 3.4 ~ 3.6 V, 파란색의 경우에는 6 V이다. 이전의 전압 강하를 

감안하면, 저전압 LED에는 공급전압이 최소 3 V여야 하고, 3.4 V 종류에는 4.5 V, 430 nm급 파

란색에는 6 V를 사용하는 게 좋다. LED의 권장 ILED 값을 모른다면 일반적으로 20 mA라고 가

정하는 편이 안전하다. 표 5.1에 LED 종류의 범위와 해당 특성 값이 나온다.

표 5.1  다이오드 특성

파장 색 이름
FWD 전압

(VF @ 20 MA)
광도

 (5-MM LEDS) LED 염료 물질

940 적외선 1.5 16	mW	@	50	mA 갈륨	알루미늄	비소(GaAlAs)/갈륨	비소(GaAs)

880 적외선 1.7 18	mW	@	50	mA 갈륨	알루미늄	비소/갈륨	비소

850 적외선 1.7 26	mW	@	50	mA 갈륨	알루미늄	비소/갈륨	비소

660 아주	짙은	적색 1.5~1.8 200	mcd	@	50	mA 갈륨	알루미늄	비소/갈륨	비소

635 고효율	적색 2.0 200	mcd	@	20	mA 갈륨	비소	인(GaAsP)/갈륨	인(GaP)역주1

633 짙은	적색 2.2 3500	mcd	@	20	mA 인듐	갈륨	알루미늄	인(InGaAlP)

620 짙은	주황색 2.2 4500	mcd	@	20	mA 인듐	갈륨	알루미늄	인

612 짙은	주황색 2.2 6500	mcd	@	20	mA 인듐	갈륨	알루미늄	인

605 주황색 2.1 160	mcd	@	20	mA 갈륨	비소	인/갈륨	인

595 짙은	황색 2.2 5500	mcd	@	20	mA 인듐	갈륨	알루미늄	인

592 짙은	순황색 2.1 7000	mcd	@	20	mA 인듐	갈륨	알루미늄	인

585 황색 2.1 100	mcd	@	20	mA 갈륨	비소	인/갈륨	인

574 짙은	녹황색 2.4 1000	mcd	@	20	mA 인듐	갈륨	알루미늄	인

570 짙은	담녹색 2.0 1000	mcd	@	20	mA 인듐	갈륨	알루미늄	인

역주  즉, 방열판 또는  

열 제거원 또는 열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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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다이오드 특성 (이어짐)

파장 색 이름
FWD 전압

(VF @ 20 MA)
광도

 (5-MM LEDS) LED 염료 물질

565 고효율	녹색 2.1 200	mcd	@	20	mA 갈륨	인/갈륨	인

560 짙은	순녹색 2.1 350	mcd	@	20	mA 인듐	갈륨	알루미늄	인

555 순녹색 2.1 80	mcd	@	20	mA 갈륨	인/갈륨	인

525 연한	녹청색 3.5 10,000	mcd	@	20	mA 규소	탄소/갈륨	질소

505 녹청색 3.5 2000	mcd	@	20	mA 규소	탄소/갈륨	질소

470 짙은	청색 3.6 3000	mcd	@	20	mA 규소	탄소/갈륨	질소

430 아주	짙은	청색 3.8 100	mcd	@	20	mA 규소	탄소(SiC)역주2/갈륨	질소(GaN)역주3

370~400 자외선	LED 3.9 NA 갈륨	질소

4500	K ‘백열광	흰색’ 3.6 2000	mcd	@	20	mA 규소	탄소/갈륨	질소

6500	K 옅은	백색 3.6 4000	mcd	@	20	mA 규소	탄소/갈륨	질소

8000	K 서늘한	백색 3.6 6000	mcd	@	20	mA 규소	탄소/갈륨	질소

역주1  또는 인화갈륨
역주2  또는 탄화 규소
역주3  또는 질화갈륨

그 밖에 고려할 사항으로는 전력 손실(보통 100 mW), 역전압 정격, 동작 온도(보통 –40 ~ +85°C), 

펄스 전류(보통 100 mA), 광도(밀리칸델라(mcd) 단위), 시야각(각도 단위), 파고 방출 파장, 스펙트럼 

폭(보통 20 ~ 40 nm)이 있다.

상
대

적
인

 광
도

파장(나노미터)

아
주 짙

은 청
색

순
청

색
아

주 짙
은 녹

색

아
주 짙

은 청
색

고
효율 녹

색

황
색

주
황

색
고

효율 적
색

적색
짙은 적

색

밝은 적
색

적외선
적외선

적외선

보기 5.9

496 CHAPTER 5 광전자공학



 5.3.4  LED 응용기기
13장에서는 다중화, 찰리플렉싱(charlieplexing) 및 PWM 신호로 RGB LED를 구동해 색상을 혼

합하는 기술을 포함해 마이크로컨트롤러에서 LED 디스플레이를 구동하는 방법을 살펴본다.

a. LED 전류 제한 밝기 조절

VLED = LED 순방향 전압

ILED = LED 순방향 전류
LED
적색
1.8 V

20 mA

LED
적색
1.8 V

20 mA

RS

360 Ω
1/4 W

RS

360 Ω

b. 120VAC에서 구동하는 LED

120 V
교류 선

c. 백색 LED 빛

백색
LED

d. 병렬로 배치한 LED

LED마다 직렬로 연결된 저항기가
있어야만 한다.

e. 직렬로 배치한 LED f. 전압 정격 표시기

VZ가 넘칠 때 
LED가 빛을
낸다.

g. 극성을 띈 스위칭 표시기

h. 교류-직류 극성 표시기

켜짐
꺼짐
켜짐

꺼짐
켜짐
켜짐

i. 3색 LED 사용하기

적색

적색

녹색
녹색

색

황색

j. 점멸(깜박이) LED 사용하기

직렬 저항기가 
필요치 않음 과전압 방지 깜박이 줄역주

역주 	즉, 크리스마스 트리 전구 또는 고드름 전구

RS = 
VIN - VLED

ILED

RS = 
VIN - (VD1 + VD2 + VD3)

ID,max

RS = 
VIN,max - VLED

ILED

R1 + R2 = 
VIN - VRed

IRed

R1 = 
VIN -(VGreen - 0.6 V)

IGreen

VIN = 9 V

+V

VIN = 9 V 0.47 μF, 200 V
0.47 μF
200 V

47 μF
25 V

15 V
IN4744

200 V
1A

개당 3.6 V @ 20 mA

1 KΩ, 1 W

180 Ω

120 VAC

1/2 W
금속 산화물

IN5234(6.2V)
IN5231(5.1V)

1 K

1 A

LED

LED

A
A

B

BRS1

R1

R2

IN914

RS

RS

VIN

VIN

VZ

Z

VIN

VD1 VD2 VD3

S1

DPDT

I
Green

I
Red

VIN VIN

+3 ~ +9 V +3 ~ +9 V

AC AC

D1

D1

D1

RS2

RS2

D2

D2

D2

RS3

D3

RS4

D4

LED 2

LED 
1 2

LED 1

약 20 mA일 때의
IRed & IGreen

약 20 mA일 때의
VRed & VGreen 

보기 5.10  (a) LED 전류 흐름을 최대 정격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제공된 공식에 따라 직렬 제한 저항을 선택하라. 가변 광도 제어용 1 k 팟
(pot)을 추가할 수 있다. (b) 여기에 교류 회선에서 LED로 전력을 공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회로가 있다. 핵심은 교류 신호를 감쇠하게 하

는 역할을 하는 커패시터와 전류 세기를 제한하는 역할을 하는 저항이다. 커패시터가 전류를 양쪽 방향으로 통과시켜야 하므로 LED와 작

은 다이오드를 병렬로 연결함으로써 음성을 띈 반주기 경로를 제공하고, 또한 LED의 역전압을 제한한다. 극성이 바뀐 두 번째 LED를 다

이오드로 대체하거나 교류를 쓸 경우에 주황색으로 보일 수 있는 3색 LED를 사용할 수 있다. 최악의 돌입 전류를 약 150 mA로 제한하도

록 저항기를 선택하면 커패시터가 충전됨에 따라 1밀리초 내 30 mA 미만으로 떨어진다. 0.47 μF 커패시터는 60 Hz에서 정전용량이 5640 Ω
이므로 LED 전류는 약 20mA 반파 또는 10mA 평균이다. 커패시터가 클수록 전류가 증가하고 작을수록 전류가 준다. 커패시터의 형식이 

비극성이어야 하고 전압 정격이 200 V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c) 이것도 백색 LED를 사용해 야간 조명 장치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교류 회전 전력 공급 장치이다. 이전에 나온 회로와 마찬가지로, 0.47
μF 입력 커패시터는 교류 전압 정격을 감쇠시키고 180 Ω 저항기는 전류를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필터 커패시터가 부착되어 있는 브리지 정

류기는 거의 일정한 직류 전압을 생성하지만 제너 다이오드는 전압 정격을 조절한다. 이 경우에 직렬로 연결한 백색 LED 네 개가 있으며, 

각 전압 강하가 3.4 V이므로 총 전압 강하는 13.6 V이다. 따라서 15 V 제너가 사용된다. (d) 각 LED에 개별 강하 저항기를 사용하지 않은 

채로 LED들을 서로 병렬로 놓지 마라. 이 방식으로도 대체로 작동하기는 하지만 신뢰할 수 없다. LED가 예열될수록 전도성이 더 높아져 

병렬 LED를 통해 전류가 불안정하게 분할될 수 있다. 병렬로 놓인 LED는 그림과 같이 각기 자체 강하 저항기가 필요하다. 각 줄(string)마
다 자체 강하 저항기를 지닌 경우에는 직렬로 두었던 줄을 병렬로 둘 수 있다. (e) 공통 직렬 저항 한 개에 LED들을 직렬로 연결하는 것은 

괜찮다. 간단히 직렬로 놓인 모든 다이오드의 전압 강하를 더하고, 직렬 저항 공식에서 VLED 대신에 이 값을 사용하라. 우수한 안정성과 예

측 가능한 소비 전류를 유지할 수 있게 공급 전압의 80%를 초과하는 않는 편이 좋다. (f) 여기서 제너 다이오드는 간단한 전압 정격 표시기

를 생성하는 데 사용된다. 전압이 제너 전압의 항복 전압을 초과하면 전류가 흐르고 LED가 켜진다. (g) 이 회로는 쌍극쌍투 스위치를 사용

해 출력에서 극성을 반전시킨다. 극성이 일방향이면 D1이 켜지고, 다른 방향으로 극성이 향하면 D2가 켜진다. (h) 방향이 서로 반대인 LED 

두 개를 병렬로 놓아 간단한 극성 표시기를 구성한다. 두 개의 LED가 교류와 함께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하라.

(i) 3색 LED를 사용하는 법을 보여 주는 기본 회로. (j) 점멸 LED에는 직렬 저항이 필요하지 않지만 권장 공급 전압보다 높은 전압을 인가하

지 마라. 3~9 V는 안전한 범위이다. 점멸 LED와 반대 방향이 되게 제너를 병렬로 두면 과전압을 방지할 수 있다. 점멸 LED를 사용해 표준 

LED 여러 개를 깜박이게 할 수 있다. 또한, 점멸 LED를 사용하면 점멸 LED가 점멸할 때 스위치를 켜고 끄는 트랜지스터를 구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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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 증폭기

C H A P T E R  8

연산 증폭기(op amp)는 여러 가지 놀라운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고성능 차동 

증폭기이다. 일반적인 연산 증폭기는 비반전 입력, 반전 입력, 직류 전력 공급 리드 두 개(양극 및 

음극), 출력 단자, 미세 조정에 사용되는 몇 가지 특수한 리드가 통합되어 있는 장치다. 미세 조

정 리드와 양극 및 음극 공급 리드는 종종 회로도에 그려 넣지 않는다. 공급 장치 리드가 보이

지 않을 때는 2중 공급 장치를 사용하고 있다고 가정하라.

공급 전압들을 +VS와 -VS로 표기해 왔는데, 일반적으로 이 둘이 서로 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장에서 단전원역주 연산 증폭기를 볼 때 알 수 있게 되겠지만,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741CN

1오프셋 널

입력 _

입력  +

–VS

+VS

NC

출력

오프셋 널

2

3

4

8

7

6

5

+
–

+

_

 비반전 입력
(V+)

반전 입력
(V–)

양성 공급 전압역주1
(+VS)

음성 공급 전압역주2
(–VS)

출력

특화된 리드

즉, 정극성 공급 전압
즉, 부극성 공급 전압

보기 8.1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연산 증폭기의 연산은 간단하다. 반전	단자(inverting	terminal) V-에 인가된 

전압이 비반전	단자(noninverting	terminal) V+에 인가된 전압보다 더 양이면, 출력은 음의	공급	전압

(negative	supply	voltage) -VS 쪽으로 포화된다. 반면에, 이면 출력은 양의	공급	전압(positive	

supply	voltage) +VS 쪽으로 포화한다(보기 8.2). 이 ‘출력 최대화’ 효과로 인해 입력 단자 사이의 전

압차가 조금이라도 생긴다.

역주  즉, 단일 공급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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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

+VS

–VS

Vin
Vout Vout

Vin

+VS

–VS

0V

0V

+

_

+VS

–VS

Vin
Vout Vout

Vin

+VS

–VS

0V

0V

비반전 설정  반전 설정

보기 8.2

언뜻 보면 연산 증폭기가 아주 인상적이지는 않은 장치로 보일 수 있다. 연산 증폭기는 입력 간

에 전압차가 있을 때마다 한 가지 최대 출력 상태에서 다른 최대 출력 상태로 전환한다. 대단하

다고? 이것 자체로는 한계가 있는 응용기기임에 틀림없다. 연산 증폭기를 유효한 장치로 만드는 

요령은 음성	되먹임(negative	feedback)역주을 적용하는 것이다.

+

_

+15 V

–15 V

Vin

Rin

10 K

RF

Vout
RF = 33 K

RF = 75 K

Vin

Vout Vout = – Vin
RF

Rin

보기 8.3

전압이 출력 단자에서 반전 단자로 ‘되먹임 되고 나면’(즉, 음성	되먹임을 하고 나면) 연산 증폭기의 이

득을 제어할 수 있다. 연산 증폭기의 출력은 포화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보기 8.3과 같이 출력

과 반전 입력 사이에 놓인 되먹임 저항 RF는 출력 상태를 연산 증폭기의 입력으로 다시 전달하

는 역할을 한다. 이 되먹임 정보는 기본적으로 출력 전압을 되먹임 저항에 의해 결정되는 값으

로 다시 조정하도록 연산 증폭기에 지시한다. 반전	증폭기(inverting	amplifier)역주라고 부르는, 보기 

8.3에 나오는 회로는 과 같은 출력을 지닌다(이번 장의 뒷부분에서 이 공식을 유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음수 부호는 출력이 입력에 대해 반전되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간단히 출

력 전압을 입력 전압으로 나눈 값, 즉 -RF/Rin이 이득이다(음의 부호는 출력이 입력에 대해 반전된 점

을 의미). 이 방정식에서 볼 수 있듯이 되먹임 저항기의 저항을 높이면 전압 이득이 커진다. 반면

에 되먹임 저항기의 저항을 낮추면 전압 이득이 준다.

음성 되먹임 회로에 다른 성분을 추가하면 연산 증폭기로 순수한 증폭 외의 흥미로운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다. 그와 같은 흥미로운 연산 증폭기 회로로는 전압 조정기 회로, 전류-전압 변환

기, 전압-전류 변환기, 발진기 회로, 수학 회로(가산기, 감산기, 승산기역주, 미분기, 적분기 등), 파형 발

생기, 능동 필터 회로, 능동 정류기, 파고 검출기, 표본 유지 회로 등을 들 수 있다. 이 회로들을 

대부분 이번 장에서 다룬다.

음성 되먹임 외에도 회로망을 통해 출력을 비반전 입력에 연결하는 양성 되먹임(positive 

feedback)역주도 있다. 양성 되먹임은 음성 되먹임에 반대되는 효과를 낸다. 양성 되먹임은 연산 증

폭기를 포화되게 더 강력히 구동한다. 양성 되먹임을 거의 사용하지는 않지만 발진기 회로에 자주 

사용되는 특수 비교기 회로에서 응용한다. 양성 되먹임에 대해서도 이번 장에서 자세히 다룬다.

역주  즉, 부궤환, 또는 음귀환, 

또는 음성 되먹임

역주  즉, 인버팅 증폭기

역주  즉, 각기 차례대로 

덧셈기, 뺄셈기, 곱셈기

역주  정궤환 또는 양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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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물에 비유해 본 연산 증폭기
이 내용은 연산 증폭기를 물에 비유하는 일 중에서 아마도 가장 근접한 비유가 아닐까 싶다. 제

대로 비유하려면 수압이 전압에 비례하고 수류가 전류 흐름과 비슷하다고 가정해야 한다.

물로 만든 연산 증폭기의 반전 단자와 비반전 단자는 신축성 

풍선 말단이 있는 두 개의 관으로 표시할 수 있다. 두 입력 

관에 같은 수압이 걸릴 때, 레버 암은 가운데 자리 잡는다. 

그렇지만 비반전 관에 가해진 수압이 반전 관에 가해진 수압

보다 클 때는 비반전 풍선이 팽창해서 레버 암을 아래쪽으로 

가압한다. 그런 다음 레버 암은 회전자 밸브를 반시계 방향으

로 돌게 하여 압축기 관(양성 공급 전압에 해당)에서 출력 관으

로 수로를 연다. (이것은 비반전 입력이 반전 입력보다 더 양성 전압

일 때 양성 방향으로 포화되는 연산 증폭기와 유사하다.) 이제 비반

전 관에 가해진 압력이 반전 관에 가해지는 압력보다 낮아지

면 반전 풍선이 레버 암을 위로 밀어 올린다. 이로 인해 회전

자 밸브가 시계 방향으로 돌게 되어 진공 관(음의 공급 전압에 

해당)에서 채널이( 역주  즉, 협수로가) 출력으로 열린다. (이것은 반

전 입력이 비반전 입력보다 더 양성 전압이 될 때마다 음의 방향으로 

포화되는 연산 증폭기와 유사하다.) 음성 되먹임을 이 비유로 어

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보라. 또한 이 비유에서 입력 관

에는 무한한 ‘입력 물 임피던스’가 있고, 출력 관에는 ‘출력 물 

임피던스’가 0이다. 보다시피, 이상적인 연산 증폭기의 입력 

임피던스와 출력 임피던스가 비슷하다. 실제 연산 증폭기에

서는 누출되는 전류가 언제나 있게 마련이다.

회전자 값

출력

비반전 단자
(+)

비반전 단자
(–)

진공 (‘-V 공급 장치’)

압축기 (‘+V supply’)

레버 암‘고임피던스’
입력 풍선

물에 비유해 본 연산 증폭기

보기 8.4

8.2 연산 증폭기 작동 방식(‘도피 행동’ 해설)

연산 증폭기는 통합 소자로서 그 안에 많은 트랜지스터와 몇 가지 저항기와 소수의 커패시터가 

들어있다. 보기 8.5에 전형적이며 저렴한 범용 양극성(bipolar) 연산 증폭기의 설계도를 나타냈다.

비반전 입력

오프셋 널

반전
입력

–VS

+VS

출력

오프셋
널

차동
증폭기

고이득
전압 증폭기

저임피던스
출력 증폭기

보기 8.5

차등 증폭기
고이득 전압 증폭기
저임피던스 출력 증폭기
오스셋 널 8.2	연산	증폭기	작동	방식(‘도피	행동’	해설) 633



이 연산 증폭기는 기본적으로 높은 입력 임피던스를 지닌 차동 증폭기, 수준 이상기(level-shifter)

가 있는 고이득 전압 증폭기(양성 출력 및 음성 출력을 허용) 및 저임피던스 출력 증폭기라는 3단계

로 구성된다. 그렇지만 연산 증폭기가 여러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안다고 해도, 입력 리

드와 출력 리드 사이에 벌어지는 일을 파악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즉, 복잡한 시

스템 안에서는 전류와 전압이 하는 일을 파악하기가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아주 어려

운 일이다. 여기서는 연산 증폭기의 내부 회로를 이해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입력 리드와 출력 

리드로만 작업하는 데 필요한 규칙 몇 가지를 암기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 방법이 ‘도피 

행동’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유효하다.

8.3 이론
연산 증폭기 회로 문제들을 푸는 데 알아야 할 공식은 본질적으로 한 가지뿐이다. 이 공식이 남

은 모든 것의 기초가 된다. 이것은 연산 증폭기 출력 전압을 입력 전압 V+(비반전)와 V-(반전) 및 

이것의 개방	루프	전압	이득(open-loop	voltage	gain) Ao의 함수로 표현한 것이다.

이 표현식은 이상적인	연산	증폭기(ideal	op	amp)가 Ao(V+ - V-)와 동일한 출력 전압을 공급하는 이

상적인 전압원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보기 8.6). 현실적인	연산	증폭기(real	op	amp)에 관해서 

말하자면 상황이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위의 개방 루프(open loop)역주 전압 표

현식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단, 이번에는 등가 회로를 조금 수정해야 한다. 이렇게 수정한 것은 

입력 저항 Rin 및 출력 저항 Rout과 같은 연산 증폭기의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 보기 8.6의 오

른쪽에는 연산 증폭기에 대한 더 현실적인 등가 회로가 나와 있다.

+ Rout= 0

전압원은
다음과 같다.

전압원은
다음과 같다.

AO ( V+ – V– )

_

Rin= V

이상적인 연산 증폭기

V+

V–

+

Rin

Rout
V

AO ( V+ – V– )

_

현실적인 연산 증폭기

V+

V–

보기 8.6

개방 루프 전압 이득 표현식과 이상적인 실제 등가 회로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Ao, Rin, 및 

Rout 값을 다음 규칙에 따라 정의한다.

•	규칙	1: 이상적인 연산 증폭기의 경우 개방 루프 전압 이득은 무한대이다( ). 현실적인 

연산 증폭기의 경우에 이득은 유한해서 보통 104에서 106 사이이다.

•	규칙	2: 이상적인 연산 증폭기의 입력 임피던스는 무한하다( ). 현실적인 연산 증폭기

의 입력 임피던스는 유한해서 보통 106(예: 전형적인 양극성 연산 증폭기)에서 1012 Ω(예: 전형적인 

역주  ‘개루프’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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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T 연산 증폭기)에 이른다. 이상적인 연산 증폭기의 출력 임피던스는 0이다(Rout  =  0). 현실적

인 연산 증폭기의 경우에 Rout은 보통 10 ~ 1000 Ω이다.

•	규칙	3: 이상적인 연산 증폭기의 입력 단자는 전류를 끌어내지 않는다. 현실적인 연산 증폭

기의 경우에도 이 점은 마찬가지이다. 실제 입력 전류량은 대체로(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무

시할 정도로 작아서 보통 피코 암페어(예: 전형적인 JFET 연산 증폭기) ~ 나노 암페어(예: 전형적

인 양극성 연산 증폭기) 범위 내이다.

이제 과 규칙 1 ~ 3으로 무장하게 되었으므로 간단한 보기 문제 몇 가지를 풀

어 보자. 

 ▶ 예제 1: 아래 회로의 이득(Vout/Vin)을 풀면 아래와 같다.

+

_

Vin
Vout

보기 8.7

V-가 접지되어 있고(0 V) V+가 단순히 Vin이므로 이 값들을 개방 루프 전압 

이득 식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이 방정식을 정리하면 이득에 관한 식을 얻는다.

이득 

연산 증폭기를 이상적인 것으로 다루면 Ao가 무한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연산 

증폭기를 현실적인 것으로 다루면 Ao는 유한하다(약 104에서 106). 이 회로는 

기준이 접지인 단순한 비반전 비교기 역할을 한다. 이면 이상적인 

출력은 V가 된다. 이면 이상적인 출력은 -∞V가 된다. 현실적인 

연산 증폭기의 경우에 출력이 공급 전압에 의해 제한된다(보기에는 나타나지 않

지만 가정됨). 정확한 출력 값은 각기 양성(plus) 및 음성(minus) 공급 전압보다 

아주 약간 낮다. 이러한 최대 출력 전압들을 양성 포화 전압(positive saturation 

voltage) 또는 음성 포화 전압(negative saturation voltage)이라고 부른다.

 ▶ 예제 2: 아래 회로의 이득(Vout/Vin)을 풀면 아래와 같다.

V+가 접지(0 V)이고 V-가 단순히 Vin이므로 이 값을 다음과 같은 개방 루프 

전압 이득 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방정식을 정리하면 이득에 관해 다음 식을 얻는다.

이득 

연산 증폭기를 이상적인 것으로 취급하면 -Ao는 음의 무한대이다. 그렇

지만, 연산 증폭기를 현실적인 것으로 취급하면 -Ao는 유한하다(약 -104

에서 -106). 이 회로는 기준이 접지인, 단순한 반전 비교기 역할을 한다. 

이면 출력은 이상적으로는 V가 되고, 이면 출력은 이

상적으로는 V가 된다. 현실적인 연산 증폭기의 경우에 출력 동요는 포화 

전압으로 제한된다.

+

_Vin
Vout

보기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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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음성 되먹임
음성 되먹임(negative feedback)은 출력 전압 중 일부를 반전 단자로 다시 전송되게 하는 배선 기

술을 말한다. 이 전압은 저항이나 커패시터 또는 복잡한 회로를 통해 ‘되돌려 보내질’ 수 있으며, 

간단히 전선을 통해서 다시 전송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지금 사용해야 할 공식들은 어떤 것일

까? 음, 되먹임 회로에 따라 달라지기는 해도 실제로는 새로 배워야 할 게 없다. 사실, 음성 되먹

임 회로에 대해 알아야 할 공식은 실제로는 한 가지뿐이다(그렇지만 규칙들을 여전히 사용해야 한다). 

이 공식은 오래도록 익숙해진 와 많이 비슷해 보인다. 그렇지만 공식에 V-가 

들어 있으므로 이것을 고려해야만 한다. 공식에 들어 있는 V-는 이제 연산 증폭기의 출력 전압

이 추가 전압(양이나 음)을 반전 단자에 ‘제공’하기 때문에 바뀐다. 이것은 V-를 fVout으로 대체해

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f는 Vout에서 ‘되돌려 보낸’ 전압의 일부이다. 이건 일종의 요

령이다!

보기 8.9에서 볼 수 있듯이 음성 되먹임, 전압 되먹임 및 연산 되먹임의 기본 종류는 두 가지다.

+

_

Vin

Vout

되먹임
회로망

+

_Vin
Vout

되먹임
회로망

전압 되먹임 연산 되먹임

Vout = A0(V+ − fVout)

보기 8.9

이제, 두 수의 비 f가 실제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은 이유를 알 수 있다. 말하자면 정확히 계산하

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개방 루프 전압 표현식에 이 개념을 도입한 이유는 음성 되먹임의 이

론적인 작동 방식의 기초를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드러난 바와 같이, 음성 되먹임이 있

는 연산 증폭기 회로를 계산하기 쉽게 만드는 간단한 기법이 있다. 이 기법은 다음과 같다. 연산 

증폭기를 이상적인 장치로 다루는 경우에 개방 루프 전압 표현식을 로 정리

하면 방정식의 왼쪽 변이 0이 된다. Ao는 이상적인 연산 증폭이인 경우에 무한해진다. 그러므로 

결국 얻게 되는 것은 단순히 이다. 이 결과는 음성 되먹임을 사용해 연산 증폭기 회

로를 단순화할 때 무척 중요하다. 결과가 자체 규칙(네 번째이자 마지막 규칙)을 받아들이는 게 무

척 중요하다. 

•	규칙	4: 연산 증폭기가 반전 입력과 비반전 입력 간의 전압차를 감지할 때마다, 이 차이를 

0 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만큼 되먹임 회로망(feedback network)역주을 통해 많

은 전류나 많은 전압을 되먹임을 하는 식으로 반응한다. 이 규칙은 음성 되먹임에만 적용

할 수 있다.

음성 되먹임이 있는 연산 증폭기 회로에 규칙 4(또는 그 밖의 규칙)를 적용하는 방식을 볼 수 있게 

다음 보기 문제를 만들었다.

역주  즉, 피드백 네트워크  

또는 되돌림 회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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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성 되먹임 예제

버퍼(단일 이득 증폭기)

회로의 이득(Vout/Vin)을 풀면 아래와 같다.

음성 되먹임을 다루면서 규칙 4를 적용할 줄 알게 되는데, 이는 곧 출력이 V+ -  V-  =  0
을 만들려고 시도한다는 점을 말해 준다. 간단한 연결을 살펴보면서 이고 

이라는 점에 주목하라. 이는 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이 방정식

을 정리하면 이득을 얻는다.

이득 

이득이 1이라는 것은 증폭이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 즉, 연산 증폭기의 출력이 입력

을 따른다는 뜻이다. 처음에는 이 회로가 무용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연산 증폭기의 입력 임피던스가 출력 임피던스보다 극단적으로 작다(규칙 2)는 점을 

기억해내야 한다. 이 특징으로 인해 이 회로는 회로 격리 응용에 유용하게 된다. 다

시 말하면 이 회로는 버퍼처럼 작동한다. 실물 연산 증폭기에서는 되먹임 고리(더 낮

은 회로)에 있는 저항기로 전류를 투입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다. 저항기는 입력 치

우침 전류(누전)로 인해 발생한 전압 어긋남 오차(voltage offset error)를 최소화한다. 

되먹임 저항기의 저항은 입력 저항과 같아야 한다. 이번 장의 나중 부분에서 입력 

치우침 전류를 다룬다. 

+

_
Vout

Vin

+

_

Vin

Vout

R1 = Rsource

입력 치우침 전류
(input bias current)로
인한 오차 최소화

R1

보기 8.10

반전 증폭기

회로의 이득(Vout/Vin)을 풀면 아래와 같다.

음성 되먹임을 지니고 있으므로 출력이 V+와 V-(0 ) 사이의 차이를 만들려고 시도한

다는 점을 알 수 있다. V+가 접지되어 있으므로(0 V) 이것은 V-도 0 V(규칙 4)가 될 것

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이득을 계산하려면 전류 I1과 I2를 찾아 Vout을 Vin으로 표현하

는 식을 만들어야 한다. 옴의 법칙을 사용하면 I1과 I2가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이상적인 연산 증폭기의 입력 임피던스가 무한하므로 반전 단자에 전류가 입력되지 

않는다(규칙 3). 그러므로 키르히호프의 접점 규칙을 적용하면 I2  =  -I1를 얻어낼 수 

있다. 계산한 I1과 I2 값들을 이 식에 대입하면 를 얻는다. 이 식을 

정리하면 이득을 얻는다.

이득 

음수 부호를 보고 입력에 투입되는 신호가 반전되리라는 점을 알 수 있다(180° 이동). 

R1  =  R2이면 이득이 -1이라는 점에 주목하라(음수 부호는 단순히 출력이 반전되었다는 점

을 의미한다). 이번 사례에서는 단일 이득 변환기(unity-gain inverter, 역주  즉, 단일 이득 반

전기) 또는 변환 버퍼(inverting buffer, 역주  즉, 반전 버퍼)라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입력 

치우침 전류가 비교적 높은(예: 양극성 연산 증폭기), 현실적인 연산 증폭기를 사용할 

때, 전압 오프셋 오차를 최소로 하려면 비반전 입력과 접지 사이에 와 같은 

저항을 배치해야 할 수도 있다.

Vout
+

_Vin

R1

10 K

R2

100 K

I1

I2

Vin

Vout

t

t

보기 8.11

입력 치우침 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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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반전 증폭기

아래 회로의 이득(Vout/Vin)을 풀면 아래와 같다.

검사를 통해서 임을 안다. 규칙 4를 적용하면 라고 말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Vin과 Vout와 관

련된 식을 생각해 내려면(그래서 이득을 찾을 수 있으려면) 전압 분할기 관

계를 사용한다.

이 방정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이득을 얻는다. 

이득 

반전 증폭기와는 다르게 이 회로의 출력 입력과 위상이 같고 ‘비반전’이

다. 현실적인 연산 증폭기에서 입력 치우침 전류로 인한 전압 어긋남 오

차를 최소하려면 를 설정하라.

Vin

Vout

t

t

Vout

Vin

R1
1K

+

_ R2
10K

보기 8.12

합산 증폭기

V1과 V2로 Vout을 풀면 다음과 같다.

V+가 접지(0 V)되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므로 회로에 음성 되먹임이 

있기 때문에 V+  =  V-  =  0 V (규칙 4)라고 말할 수 있다. 이제 V-를 알았으

므로 Vout과 V1 및 V2를 관련시키는 표현식을 만들기 위해 I1, I2 및 I3을 

풀어 보라. 옴의 법칙을 적용해 전류를 알아낸다.

마지막 문제와 마찬가지로, 연산 증폭기의 반전 단자에 전류가 투입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라(규칙 3). 이 말은 키르히호프의 접점 규칙을 적용해 

I1, I2, I3을 한 식에 결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 

이 식에 위 결과를 대입하면 답이 나온다.

R1  =  R2  =  R3으로 하면 이다. 합계가 음수라는 점에 주

목하라. 합계가 양수로 나오게 반전 단계를 추가할 수 있는데, 더 아래

쪽 회로에서 보는 바와 같다. 여기서 다음 결과를 내기 위해 세 가지 입

력을 추가한다. . 또한 현실적인 연산 증폭기 중 일부

의 경우에는 입력 치우침 전류로 인한 어긋남 오차를 피하기 위해 반전 

입력과 접지 사이에 추가 입력 치우침 보상 저항기가 필요할 수 있다. 이

것의 값이 모든 입력 저항기의 병렬 저항과 같아야 한다.

+

_

R1

R2

R3

Vout

V1

V2

I3

I2

I1

+

_

10 K

10 K

1 K

V+

V–

Vout

V1

V2

+

_

V+

V–

10 K

10 K
V3

1 K

보기 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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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 증폭기

Vout을 정하라.

+

R1
10 K

R2
100 K

R1
10 K R2

100 K

Vout

V1

V2

I1

I2

보기 8.14

우선, 전압 분할기 관계를 사용해 비반전 입력에서의 전압을 결정한다(다시 

말하지만, 전류가 입력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다음으로 키르히호프의 전류 접점 법칙을 비반전 입력(I1  =  I2)에 적용한다.

규칙 4 를 사용하면서 마지막 방정식에서 V+ 항을 V-으로 대체해 

다음을 얻는다.

R1  =  R2로 설정하면 를 얻는다.

적분기

Vin을 사용해 Vout을 푼다.

+

R

C

Vin
VoutIR

IC

Vout

Vin

+

R
10 K

C = 1 F

Vin
Vout

10 M 보정 저항기

보기 8.15

되먹임이 있고 V+  =  0 V이므로 V-가 0 V라고도 말할 수 있다(규칙 4). 이제 

V-를 알므로 IR과 IC를 풀어 Vout과 Vin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을 알아낼 수 

있다. 전류가 연산 증폭기의 입력으로 들어가지 않으므로(규칙 3) 커패시터

를 통과하는 변위 전류(displacement current) IC와 저항을 통과하는 전류 IR

은 으로 관련되어야 한다. IR을 찾으려면 다음과 같이 옴의 법칙

을 사용한다.

변위 전류 관계를 사용해 IC를 찾는다.

IC 값과 IR 값을 에 넣고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답을 얻게 된다.

이러한 회로를 적분기(integrator)라고 부르며, 입력 신호가 출력에서 적분된

다. 그런데 첫 번째 회로에 문제가 하나 있는데, 전압의 어긋남들이나 치우침 

전류와 같은 실제 연산 증폭기의 부작용으로 인해 접지되어 있어도 출력이 

표류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커패시터 양단에 놓인 큰 저항기는 직류 되

먹임을 제공해 바이어스를 안정되게 할 수 있다. 또한 입력 치우침 전류로 인

한 전압 어긋남 오차를 교정하기 위해 비반전 단자와 접지 사이에 보정 저항

기가 필요할 수 있다. 이 저항기의 크기는 입력 저항과 되먹임 보정 저항으로 

구성된 병렬 저항과 같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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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기

Vin을 사용해 Vout을 푼다.

V+가 접지되어 있다는 점을 알고(0 V) 회로에 되먹임이 있으므로 V-  =  V+  =  0 V라고 

말할 수 있다(규칙 4). 이제 V-를 알고 있으므로 IR과 IC를 풀어서 Vout과 Vin의 관

계를 나타내는 식을 알아낼 수 있다. 전류가 연산 증폭기의 입력으로 투입되지 않

으므로(규칙 3) 커패시터를 통과하는 변위 전류 IC와 저항기를 통과하는 전류 IR이 

인 관계가 되어야 한다. 변위 전류 방정식을 사용해 IC를 알아낸다.

옴의 법칙을 사용해 전류 IR을 찾는다.

IC 값과 IR 값을 에 넣고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답을 얻게 된다.

이러한 회로를 미분기(differentiator)라고 부르며, 입력 신호가 출력에서 미분된다. 여

기 나타낸 첫 번째 미분기 회로는 실용적인 형태가 아니다. 연산 증폭기의 높은 전

류 이득으로 인해 잡음에 극단적으로 영향을 받기 쉽다. 또한 미분기의 되먹임 회로

망은 RC 저역 통과 필터(RC low pass filter) 역할을 하여 고리 내에서 90° 위상 지연

을 유발함으로써 안정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첫 번째 회로 아래쪽에 더 실용적

인 미분기를 나타냈다. 여기서 되먹임 커패시터와 입력 저항기를 추가해 안정성 문

제와 잡음 문제를 둘 다 잡았다. 부품들을 추가해 고주파를 상향 전이함으로써 고

주파 잡음을 잡는다. 또한 이러한 부품들은 90° 위상 지연을 없애기 위해 90°만큼 

선행하게 한다. 그렇지만 추가 부품의 효과로 인해 매우 높은 주파수에서의 연산의 

최대 주파수를 제한하며, 미분기는 적분기가 된다. 마지막으로, 입력 치우침 전류로 

인한 어긋남 오차를 피하기 위해 반전 입력과 접지 사이에 추가 입력 바이어스 보정 

저항기가 필요할 수 있다. 이것의 값이 피드백 저항기의 저항과 같아야 한다. 

+

_

R

C

Vin
Vout

IR

IC

Vout

Vin

+

_

C
0.1 F

R = 100 K

Vin
Vout

100 pF 보정 커패시터

1 K

보정 저항기

보기 8.16

8.5 양성 되먹임
양성 되먹임(positive feedback)은 출력 전압을 비반전 입력으로 되돌려 보내는 일과 관련이 있다. 

이론적으로 보면, 익숙해진 를 살펴볼 때 V+ 항이 fVout 항(f는 되돌려 보내지는 

전압의 한 부분)으로 바뀌므로  을 얻게 된다. 이 방정식에 대해 알아야 할 중

요한 점은(일반적으로 양성 되먹임에 대해) 비반전 입력으로 되먹임이 되는 전압은 출력이 포화되는 

쪽으로 ‘더 세게’ 작동하도록 작용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방정식의 관점에서는 말이 된다. fVout이 

식을 추가하기 때문이다. 음성 되먹임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점을 떠올려 보라. 표현식에서 

빼낸 항이 출력의 ‘흘러넘침(maxing out)’을 방지한다. 전자기기에서 양성 되먹임은 보

통 나쁜 것인 반면에 음성 되먹임은 좋은 것이다. 대부분의 응용에서 극단(양성 되먹임)이 되는 일

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득(음성 되먹임)을 제어하는 일은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양성 되먹임을 중요하게 사용할 일이 있다. 연산 증폭기를 사용해 비교기를 만들 때, 

양성 되먹임은 출력 스윙(output swing)역주을 더 두드러지게 만든다. 또한 되먹임 저항의 크기를 역주  즉, 출력 동요

640 CHAPTER 8 연산 증폭기



조정함으로써 비교기를 만들어 히스테리시스(hysteresis)역주를 겪을 수 있다. 사실 히스테리시스는 

비교기에 두 개의 문턱 값을 부여한다. 두 개의 문턱 값 사이의 전압을 히스테리시스 전압이라고 

부른다. 두 개의 임계 값(단순히 하나가 아님)을 얻음으로써 비교기 회로는 원치 않는 출력 스윙을 

유발할 수 있는 잡음에 더 면역된다. 히스테리시스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양성 되먹임을 끼워 

넣은 다음 비교기 회로를 한 번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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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8.17

연산 증폭기의 출력이 양성 포화, 즉 +15 V라고 가정한다. Vin이 0 V이면 반전 입력과 비반전 입

력(Vd) 사이의 차이는 1.36 V가 될 것이다. 옴의 법칙을 사용해 다음을 얻는다.

이 식은 출력에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므로 그대로 +15 V로 유지된다. 그렇지만 Vin을 줄이면 Vd

가 0 V가 되는 지점이 있으며, 이때 출력이 상태를 전환한다. 이 전압을 음성	문턱	전압(negative	

threshold	voltage, -VT)이라고 부른다. 이전의 두 방정식으로 음성 문턱 전압이 결정될 수 있는

데, 최종 결과는  이다. 보기에서 -VT  =  -1.5 V이다. 이제 출력이 음성 포

화(-15 V)이고 0 V가 입력에 적용되면 Vd  =  -1.36 V이다. 출력은 -15 V로 유지된다. 그렇지만 입

력 전압이 커지면 Vd가 0이 되고 출력이 상태를 전환하는 지점이 있다. 이 지점을 양성	문턱	전압	

역주  즉, 자기이력 또는 이력 

현상 또는 격음 현상

8.5	양성	되먹임 6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