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차압 변환기에 있어서 AUTO ZEROING 기능의 중요성  

 

모든 변환기는 온도 영향, 기계적 영향, 전자적 영향 등에 의해 영점(Zero Point)이 

Drift 한다.  

 

Thermal Drift 

  - 서로 다른 팽창 계수를 가진 센서 부품들에 가해지는 온도 변화가 감지하는 압

력과는 전적으로 관계 없이 온도가 변함에 따라 변환기 다이아프램의 변화를 

유발 시킨다. 

 

Electrical Drift 

  - Electrical Drift는 electronic heat, component aging, 내부적으로 생성된 신호       

간섭, 외부 방해(라디오 주파수, 자력), 기타등등과 같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

한 Drift. 

  - 변환기에 있어서 적절한 설계(차폐, 적절한 회로, 신중한 부품 선정)로 이같이       

Drift를 유발하는 요인을 최소화할 수는 있으나 근본적으로 제거하지는 못함.  

  - 일반적으로 이러한 요인들은 이를 제거하는데 드는 비용 문제로 인해 상업용 변       

환기에서는 적용되지 못하고 전적으로 무시되고 있음. 

 

Mechanical Drift 

  - 전자식 변환기라 하더라도 변환기 내부에 있는 감지부(sensing head)는 사실상 

기계적 메카니즘. 

  - 매우 작은 압력의 변화에도 움직이거나 측정이 가능해야하는 다이아프램을 구성       

하는 메카니즘은 내장된 부품과 조립품에 응력이 유도되기 쉬움.  

  - 이러한 응력은 모든 변환기에 존재하지만 높은 Span 범위를 가진 변환기에서는       

변환기의 동작과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할만하며 일반적으로 측정할 수도       

없음. 

  - 그러나 Zero에 가까운 매우 낮은 차압을 감지하고 측정하는 미차압 변환기에 있       

어서는 이러한 응력으로 인한 Drift가 확연히 나타남. 

 

 

 



문 제 점 

 

현재 빌딩 공조용에 있어 FMS와 실내 정압 측정에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차압 

변환기에 있어서는 측정 압력 범위가 상당히 작은 미압(통상 1.0“W.C. 이하)이므로 

위에 언급한 온도, 전기적 및 기계적 요인들로 인한 Drift가 눈에 보일 정도로 확연히 

나타나며 또한 사용중에 Zero Point(영점)가 이동함으로써 정확한 차압 측정이 불가

능하고 주기적으로 재교정을 하지 않으면 적용된 시스템내에서 관련 제어 기기(인버

터, 댐퍼등)들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가 없다. 특히 우리 나라와 같이 4계절의 계절

간 온도 편차가 10℃ 이상일 경우 온도 변화에 의한 영점의 Drift가 심하게 발생하게 

되는데 따라서 일정 기간 사용후에는(즉 계절이 바뀔때마다 약 3-4개월에 1회) 반드

시 영점을 재교정을 해주어야만 입력값에 비례하는 비교적 정확한 출력값을 얻을 수

가 있다. 그러나 아무리 빈번하게 재교정을 해주어도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한 드리

프트와 사용중 영점이 이동하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3.8MPS(750FPM, 0.035 in.W.C.) 이하의 풍량 측정(차압 측정)에는 사용이 불가능하

며 3.8m/s 이상에서도 그 측정값의 정확도에 커다란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해 결 방 안 

 

0.01 in.W.C(0.00036PSI, 0.000025kg/cm2, 0.254mmH2O)와 같이 Zero에 가까운 매

우 낮은 미차압도 정확하게 측정해야만 하는 저차압 변환기에 있어서 그러한 문제점

을 근본적으로 배제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한 드리프트를 보정해주고 

설치 후에도 유지, 보수가 필요 없도록 차압 변환기가 자동적으로 일정 주기마다 

Zero Point(영점)를 스스로 보정해주는 Auto Zeroing 기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온도 영향이 적은 차압 변환기를 사용하여야 만이 영점이 흔들리지 않아 변환기의 수

명 내내 지속적으로 정확도를 유지하며 Zero에 가까운 미차압도 측정할 수 있게 되

어 적용된 시스템 내에서 관련 기기의 제어에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가 있다. 

 

다음의 예에서는 Auto Zeroing Circuitry 의 유무 여부가 전반적인 차압 변환기의 측정 

정확도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는가를 설명해 놓았다. 

 

Example : 설계 풍량값에 따라 계산된 FMS의 Full Span이 0.15" w.c.일 경우, 일반적

으로 여기에 안전율 130%를 곱하여 0.2"W.C. 범위의 Full Span을 가진 차압 변환기

가 적용된다. 이때 시스템의 부하가 50%로 Turndown되었고 단지 1%만 Zero Drift가 

발생했다고 가정할 경우, Auto Zeroing Circuitry의 유무에 따라 각각의 변환기로 측정

한 Operating Span에서의 측정 오차는 다음과 같다 : 



 

                                 TRANSDUCER DATAS 

 
진 성 계 전 

JDP-AZ2000 Series 

A 사 

DP 1000 Series 

S 사 

264 Series 
 Full Span 0 - 0.2in.W.C. 0 - 0.25in.W.C. 0 - 0.2in.W.C. 

 정 확 도 ±0.5% of FS ±1.5% of FS ±1.3% of FS 

 자동영점 보정기능   Yes No No 

 온도 영향 ±0.005% of FS/℉ ±0.055% of FS/℉ ±0.033% of FS/℉ 

 시험 온도  Calibration at 70℉  Calibration at 70℉  Calibration at 70℉ 

Operating Conditions 

 동작 입력 범위 
 (0.15" x 50%) 

0.075"WC 0.075"WC 0.075"WC 

 사용 온도 104℉ 104℉ 104℉ 

Accuracy at Operating Conditions 

 최대 오차 
 (at Full Span) 

0.5X0.2"=0.001"W.C. 1.5X0.25"=0.00375"W.C. 1.3X0.2"=0.0026"W.C 

 최대 오차 
 (at Operating Span) 

0.001"/0.075" 
=1.33% 

0.00375"/0.075" 
=5.00% 

0.0026"/0.075" 
=3.47% 

Accuracy at Operating Conditions with 1% Zero Drift 

 최대 오차 
 (at Full Span) 

0.5X0.2"=0.001"W.C. 1.5X0.25"=0.00375"W.C. 1.3X0.2"=0.0026"W.C 

 1% 영점 이동 No Zero Drift 1%X0.25"=0.0025"W.C. 1%X0.2"=0.002"W.C. 

 입력 범위에서의 

 최대 오차 
0.001/0.075=1.33% 

(0.00375+0.0025)/0.075 
=8.33% 

(0.0026+0.002)/0.075 
=6.13% 

Thermal Effect at Operating Conditions 

 온도 변화 

 104℉(사용온도) 
  - 70℉(시험온도) 

34℉ 34℉ 34℉ 

 최대 오차 
 (at Full Span) 

0.005%X34℉=0.17% 0.055%X34℉=1.87% 0.033%X34℉=1.122% 

 최대 오차 
 (at Operating Span) 

(0.17%X0.2")/0.075" 
= 0.45% 

(1.87%X0.25")/0.075" 
= 6.23% 

(1.122%X0.2")/0.075" 
= 2.99% 

Total Accuracy at Operating Conditions 

 최대 오차 

 (at Operating Span) 
1.33% + 0.45% 

= 1.78% 
8.33% + 6.23% 

= 14.56% 
6.13% + 2.99% 

= 9.12% 

 
 

※ 변환기의 정확도에 따른 측정 오차 및 온도 영향에 의한 오차에 더하여 단지 1%의 Zero 

Drift만 발생하여도 위의 예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시스템 제어에 도저히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매우 높은 출력 오차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풍량 측정 장치(FMS)와 실내 정압 

측정에 사용되는 차압 변환기는 자동 영점 보정 기능(Auto Zeroing)이 필수적으로 내장되어 

있고, 온도 영향이 최소 0.01%/℉ 이내이며 정확도가 높은 차압 변환기를 사용하여야만 제 성

능을 발휘할 수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