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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산업은 박테리아와 세균의 번식을 막기 위해서 장비

를 세척하고 살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장비의 사

용자 인터페이스는 세척에 사용되는 물이나 화학물질이 유입

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방수와 방진이 되는 케이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설계가 까다롭다. 특히 버튼이 포함된 사

용자 인터페이스는 더 그렇다. 특수 방진 버튼을 사용하면 인

터페이스를 간소화할 수 있는 대신에 디자인의 크기가 커지고 

비용이 많이 들고 맞춤화가 어렵다. 이 글에서는 그림 1에서 

보는 것과 같은 버튼을 어떻게 설계할지 설명한다.

In the food industry, it is important to be able to clean 

and disinfect machinery to reduce the amount of 

bacteria and germs. These machines must have a user 

interface that can withstand the water and chemicals used 

for cleaning.

But building water and dustproof casings can be 

expensive and difficult, especially with a user interface 

that has buttons. Special waterproof buttons simplify the 

interface but result in a rather large, expensive and not 

customizable design. It is possible to create the buttons 

shown in Figure 1 in several different ways, which I’ll 

discuss in this post.

A waterproof and dustproof mechanical solution 

built around small push button would be a small and 

customizable solution, but there are complex mechanics 

and high production costs.

Regardless of the material the housing is made of, 

the product’s casing will deform as soon as it is touched. 

It may only be a few micrometers, but it’s enough to 

be sensed. The solution I’ll discuss in this text requires 

a casing made of conductive material, but even a t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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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ing an airtight approach to water and dust proof buttons

그림 1. 필드 트랜스미터의 버튼



80   Semiconductor Network   2019. 03

소형 푸쉬 버튼을 사용한 방수 방진 장비는 크기를 작게 하

고 맞춤화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복잡한 설계를 필요로 하고 

생산 비용이 높다.

어떤 소재냐에 상관 없이 어떤 제품의 케이싱을 터치하면 

형태 변형이 일어난다. 단 수 마이크로미터에 불과한 변형이

라 하더라도 이것을 감지하고 측정할 수 있다. 이 글에서 설명

하는 솔루션은 전도성 소재로 만들어진 케이싱을 필요로 한

다. 하지만 인덕티브 방식 버튼은 얇은 전도성 코팅으로도 충

분하다.

케이스 형태 변형 측정

많은 물리적 측정은 궁극적으로 커패시턴스나 인덕턴스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다. 케이싱 금속과 전극을 사용해서 평

판 커패시터를 형성하고 커패시턴스 변화를 검출할 수 있다. 

이 커패시턴스는 전극 크기와 거리에 따라서 결정된다. 소재

가 굽혀지는 정도에 따라서 커패시턴스 변화가 일어난다.

인덕티브 센싱 솔루션은 케이싱 하단에 일정한 간격을 두

고 코일을 탑재한다. 인덕터는 PCB 상의 트레이스로서 구현

할 수 있으며, 스페이서는 케이싱의 일부로서 가공을 해서 만

들거나 아니면 하우징과 PCB 사이에 별도의 부품으로서 제작

할 수 있다.

그림 2는 이러한 버튼을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준다. 각각

의 층들을 가공하고 이 층들을 압착하는 방식으로 PCB 제조 

과정에서 이러한 버튼을 통합할 수 있다. 수량이 소량일 때는 

표준 가공 PCB 업체로부터 적당한 위치에 구멍이 뚫려 있고 

conductive coating is sufficient for inductive buttons.

Measuring the case deformation

Many physical measurements can be reduced to either 

a capacitance or inductance change. It is possible to build 

a plate capacitor out of the casing metal and an electrode 

(such as one on a printed circuit board [PCB]) and detect 

the capacitance change. The capacitance will depend 

on the electrode size and distance. The change of the 

capacitance depends on the bending of the material.

An inductive sensing solution includes a coil mounted 

below the casing with a defined space (your housing, a 

spacer and the PCB with the coil) to it. By implementing 

the inductor as a trace on the PCB, you can build a spacer 

by milling the casing accordingly, or as a separate part by 

placing it between the housing and the PCB.

Figure 2 shows how to build such a button. Milling 

one of the outer layers before pressing the layers 

together makes it possible to integrate such buttons in 

the PCB manufacturing process. For a smaller number 

of PCBs , building the spacer as a separate PCB by using 

the standard process PCB manufacturers offer to get a 

piece of FR4 with holes at the right place in it with no 

copper or any other coating, only milling is a suitable and 

affordable option.

Bending the enclosure will change the inductance and 

the inductor’s Q factor, which is the inductive reactance at 

a certain frequency divided by the resistance. An oscillator 

built out of an inductor and capacitor (LC Oscillator) 

will change its frequency depending on the bend. The 

LDC2114 device in Figure 2 can measure the inductance 

of up to four LC circuits. Another option is the racetrack 

shaped inductors as shown in Figure 3. The race-track 

coils give good performance in terms of inductance on 

the small area.

그림 2. 인덕티브 터치 방식의 작동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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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나 어떤 다른 코팅이 되지 않은 FR4 기판을 사용해서 스

페이서를 별도의 PCB로 제작하는 것이 경제적인 방법이다. 

해당 영역을 누르면 인덕턴스와 인덕터의 Q 계수가 변화

된다. Q 계수는 특정 주파수일 때의 인덕티브 리액턴스를 저

항으로 나눈 것이다. 굽혀지는 정도에 따라서 인덕터와 커패

시터로 이루어진 오실레이터(LC 오실레이터)가 주파수가 변

화된다. 그림 2에서 보는 LDC2114 디바이스는 최대 4개 LC 

회로의 인덕턴스를 측정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그림 3에

서 보는 것과 같은 레이스트랙 형태의 인덕터를 사용하는 것

이다. 레이스트랙 코일은 작은 영역으로 인덕턴스 측면에서 

우수하다.

소재의 굽힘성

소재의 굽힘성은 면적, 두께, 힘, 구조에 따라서 결정된다. 

얇은 소재는 두꺼운 소재보다 더 잘 구부러진다. 또한 넓은 면

적이 작은 면적보다 더 잘 구부러진다.

소재의 굽힘성과 함께, 코일의 인덕턴스 또한 고려해야 

한다. 면적이 넓으면 손쉽게 충분한 인덕턴스를 달성하고 

30MHz 미만의 주파수를 사용해서 좋은 공진 회로를 얻을 수 

있다. 면적이 작으면 인덕턴스가 작으므로 공진 회로의 주파

수를 한계 내로 유지하기 위해서 커패시턴스를 높여야 한다. 

그런데 커패시턴스를 높이면 회로의 Q 계수가 감소한다. 이 

인덕터-대-디지털 컨버터(LDC) 구성 툴이 원하는 툴을 설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LDC2114의 평가 모듈(EVM)을 사용해서 상당히 큰 버튼을 

테스트할 수 있다. 두께는 1mm이고 트레이스 폭/간격은 5밀

(mil)인 표준 PCB를 사용해서 이러한 버튼을 얼마나 작게 만들 

수 있는지 테스트해 보았다. 테스트를 위해서 9mm부터 2mm

까지 각기 다른 크기로 두 가지 널리 사용되는 형태인 원형 코

일과 레이스트랙 코일을 포함하는 PCB를 제작했다. 그리고 이 

보드로 LDC를 바로 포함함으로써 버튼과 LDC 사이에 케이블

로 인한 영향을 제거했다. 그러지 않으면 케이블을 터치함으로

써 버튼을 누른 것보다 훨씬 더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현상은 

작은 버튼으로 높은 주파수일 때 더 두드러질 것이다.

그림 4는 이렇게 해서 제작한 보드이다. 표준 1mm 두께 

Assuring material bendability

Material bendability depends on the exposed area, 

thickness, force and composition. A thin material will 

bend more than a thicker material; a larger exposed area 

will bend more than a small area.

Besides material bendability, it’s also important to 

consider the inductance of the coil. With a large area, 

you can easily achieve enough inductance to get a good 

resonant circuit with a frequency below 30MHz. A small 

area will have a small inductance, which will require 

increasing the capacitance to keep the resonant circuit’s 

frequency within the limit. Increasing the capacitance will 

also decrease the Q factor of the circuit. This inductor-

to-digital converter (LDC) configuration tool will help 

you design your buttons correctly.

The standard evaluation module (EVM) for the 

LDC2114 is good for testing rather large buttons; I have 

tested how small you can build such buttons using a 

standard PCB with 1mm thickness and trace width/

spacing of five mil. To test the lowest size, I built a PCB 

containing two commonly used shapes, such as round 

coils and racetrack coils in different sizes from 9 to 2 

mm. Including the LDC directly on the board eliminates 

influences caused by cabling between the button and the 

LDC; otherwise, touching the cable would have more 

effect than pressing the button. This effect will occur at 

방수 방진 버튼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그림 3. 레이스트랙 코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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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이고 트레이스 폭과 간격은 5밀(mil)이다. 스페이서는 

PCB의 일부로서 1mm 두께로 만들었으며 구멍 말고는 트레

이스나 어떤 다른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통상적인 

제조 공정을 사용해서 기술의 한계를 테스트할 수 있다.

이들 버튼은 직경이 9mm부터 가장 작게는 2mm까지다. 

레이스트랙 인덕터는 8mm x 16mm부터 3mm x 4.8mm까

지다.

그림 5는 조립된 테스트 보드를 보여준다. 매 4개의 버튼 

군마다 LDC2114 EVM의 I2C 버스로 연결한다. 높은 주파수

나 전류가 사용되지 않으므로 차폐 케이블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 아무 케이블이나 버튼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케이블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버튼 디자인

을 손쉽게 신뢰하게 테스트할 수 있다. 버튼 구성 및 평가를 

위해서 EVM에 대해서 지원되는 다운로드 가능한 소프트웨어

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림 5의 테스트에서는 120 m 두께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

용했다. 상호 영향과 버튼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PCB, 

PCB의 일부인 스페이서, 금속 커버를 나사를 사용해서 조였

다. 접착제를 사용해서 접착할 수도 있으나, 이렇게 하면 다음

에 다른 소재를 테스트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림 6은 LDC2114 EVM과 함께 제공되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로서, 각각의 버튼 응답을 보여준다. 한 버튼

만 높게 나타나고 다른 버튼들은 최소한으로만 영향을 받는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상대로 작은 버튼들은 잘 작동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mm 및 3mm 직경은 너무 작고 인덕턴스가 너무 낮

다. 그러므로 공진 주파수가 너무 높다. 또한 2mm 버튼은 누

the high frequencies present 

with small buttons.

F i gu re  4  s hows  t he 

rendered board mentioned 

above with its spacer. For this 

test, no special manufacturing 

capabilities are necessary; it 

is a standard 1mm-thick FR4 

board with 5mil traces and 

spacing. The spacer is built as a PCB with 1mm thickness 

and doesn’t contain any traces or anything other than 

holes. This enables the use of common manufacturing 

capabilities to test the limits of the technology.

The buttons range from 9mm down to 2mm in 

diameter. The racetrack inductors range from 8mm by 

16mm to 3mm by 4.8mm.

Figure 5 shows the assembled test board. Every 

group of four buttons can connect to the I2C bus of the 

LDC2114 EVM. Since there are no high frequencies or 

currents, no precaution with shielded cables is necessary 

here. Almost every cable can be used without influencing 

the buttons. Not having cables that might influence your 

results enables easy and reliable testing of the button 

design. You can use the software of the downloadable 

EVM for button configuration and evaluation.

The test shown in Figure 5 uses 120 m-thick stainless 

steel. To minimized cross-influence and moving of the 

buttons, a PCB, a PCB as a spacer and the metal cover are 

screwed together. You could glue everything together, 

but that would prevent you from testing other materials 

after gluing one board to a metal plate.

Figure 6 shows the graphical user interface (GUI) that 

comes with the LDC2114 EVM and the response of one 

of the buttons. One button generates a large amplitude; 

the others are only minimally influenced.

As expected, the smallest buttons on the board do 

그림 4. 인덕티브 버튼 테스트 보드 그림 5. 테스트 보드를 LDC2114 EVM으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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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기가 어렵고 잘 구부려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장비 디자

인에는 이러한 작은 버튼을 사용하기 어렵다. 4mm와 그보다 

큰 버튼들은 공진 주파수가 작동할 만큼은 크지만 여전히 누

르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펜을 사용해야 하거나 높이를 높이

는 설계가 필요할 수 있다. 레이스트랙 코일은 가장 작은 크기

(3mm x 4.8mm)로도 소재의 구부러짐을 감지할 수 있다.

부가적인 이점

방수 방진 버튼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금속 소재의 구부러짐

을 활용해야 한다. 이러한 버튼은 물이나 화학 물질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며 장갑을 끼고서나 공구를 사용해서도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높은 온도나 화학 물질을 견뎌야 하는 장비의 

경우에는 인덕티브 센싱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디자인을 간소

화할 수 있다. 버튼을 따로 밀봉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인덕티브 센싱의 또 다른 장점은 무단조작을 감지할 수 있

다는 것이다. PCB로 코일을 탑재함으로써 무단조작 시도를 

감지할 수 있다. 보드 상에서 하우징 바로 뒤에다 PCB 인덕터

를 탑재함으로써 누군가 장비를 열고 하우징을 제거하면 인덕

턴스가 변화됨으로써 무단조작 시도를 감지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방수 방진 버튼을 설계하는 방법을 살펴보았

다. 하우징, 단순한 스페이서, 하나의 IC, 몇 개의 수동 소자만

을 사용해서 4개의 버튼을 설계할 수 있다. 방수 방진이 되는 

고도로 맞춤화된 디자인을 설계할 수 있다. SN

not work because the 2mm and 

3mm diameters are too small and the 

inductance is too low, so the resonant 

frequency is too high. Also, a 2mm 

button is hard to press and will only 

bend a little. So you cannot use such 

small buttons with this mechanical 

design. Although buttons 4mm 

and larger are large enough to have 

a resonant frequency that works, 

buttons of this size are still hard to 

press, so you might want to use a 

pen or design an elevation in your housing. The smallest 

racetrack coils (only 3mm by 4.8 mm) will work for 

sensing the bending of the material.

Overall benefits

Building a design for water and dustproof buttons 

depends on a mechanical bending of metal that cannot 

be influenced by water (or anything else) and will work 

when touched with gloves or tools. When a device has to 

withstand higher temperatures or chemicals, an inductive 

sensing method for buttons simplifies your design, since 

no special sealing for the buttons is necessary.

Another benefit of inductive sensing is for tamper 

detection. Placing a coil on the PCB where the device 

can be opened can indicate a tamper attack and is more 

difficult to fool than a mechanical switch because you 

can place a PCB inductor on your board, right behind the 

housing. When you now open your device you remove the 

housing the inductance changes and this can be detected.

So all in all, you can build four buttons out of the 

housing itself, a simple spacer, one integrated circuit (IC) and 

a few passive components. This is a highly customizable 

design that can be waterproof or dustproof. SN

방수 방진 버튼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그림 6. 버튼을 눌렀을 때 LDC2114 EVM GU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