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IY 마이크 만들기 워크숍

//////////하이드로폰 마이크 만들기////////

1. 제작목표
- 수중마이크로 쓸수있는 48V 팬텀파워용 피에조 프리앰프와 피에조마이크 제작

2. 준비물

- 저항 150R 1개
- 저항 1K~2K 사이 아무거나 1개
- 저항 3M 4개
- 컨덴서 220p 3개
- 트랜지스터(MPF102) 3개 -- 내가 산곳은 세운상가에 있는 팔팔전자(전기?)라는 곳인데 아세아세운상가 1층에 있고 거기 스피커음향집들
이 많은데 물어보면 다들 아는 가게라고 함. 
- XLR 메일 케이블
- 테스트할 빵판, 실제 납땜할 기판
- 피에조 2개 (어쨋든 모노임)

3.참고링크

- 원래 포스트: http://leafcutterjohn.com/?p=915
-회로도 링크: http://www.zachpoff.com/diy-resources/alex-rice-piezo-preamplif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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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회로도

*회로제작시 주의할점

1. 기판납땜이 낯선분들은 먼저 빵판
에 꽂아서 테스트한 후에 기판에 옮
기기.

2.트랜지스터 G/S/D 연결 주의하기.
3.그라운드 부분 케이싱 안쪽면에 접
지해서 노이즈 줄이기.

4.피에조 병렬로 연결하기.

*케이싱시 주의할점

1. 방수! 
2.물에 넣었을때 떠다니지 않도록 무
거운것을 같이 넣기.

3.글루건으로 내부 부품들이 움직이
     지 않도록 고정하기 
4.겉에 방수를 위해서 틈부분은 실리
콘으로 처리



4-2. 회로도 분석 (이강일 작성)

이것은 부품 갯수와 노이즈를 줄이고 인풋 임피던스를 크게 하기 위한 몇 가지 트릭이 담긴 보통의 FET 차동 앰프(Differential amp)이다.

R5와 R1, R6과 R2는 XLR2, XLR3 을 통해 들어오는 +48V(팬텀파워)를 절반으로 분압하여 각각 Q1, Q2에 바이어스를 주고 있다.
PZ-IN1, PZ-IN2의 C2, C3은 DC성분은 막고 AC 성분만 FET의 GATE로 들어오게 한다.(DC cut capacitor)
Q1, Q2를 통해, -24V ~ +24V 사이의 값으로 증폭된 PZ-IN1, PZ-IN2는 각각 Q1, Q2의 SOURCE 단을 통해 빠져나와 합쳐지고,
합쳐진 신호가 Q3의 DRAIN 단으로 입력된다. (결과적으로 모노 신호가 되는 이유)

Q1, Q2는 Q3으로 신호를 보내기 위한 FET 버퍼라고 볼 수 있다.

위 그림과 같은 FET 버퍼를 사용하는 이유는 장치의 입력 임피던스를 크게 하기 위해서인데,
IN(PZ-IN)에 앞서 연결된 장치의 출력 임피던스보다 신호를 받는 장치의 입력 임피던스가 커야 전
력소모도 커지지 않고 신호를 제대로 전달 할 수 있다.
같은 이유로 Q1에서 Q3으로 신호를 보낼 경우 Q1의 출력 임피던스는 낮을수록 효율적이다.

다시 정리하자면 Q3이 궁극적 앰프 역할을 하고, Q1, Q2는 높은 임피던스를 통해 신호를 크게 받아, 
낮은 임피던스로 Q3으로 전달하기 위한 버퍼라고 할 수 있다.
(FET 보다 BJT 가 낮은 출력 임피던스를 갖지만, 전류를 통해 흐름을 제어하는 이유로 FET 처럼 자
유롭게 입력 임피던스를 조절 할 수 없다. 따라서 입력 임피던스의 조절이 필요한 경우는 FET가 적
합하다.)

구체적으로 입력 임피던스를 결정하는 것은 R1과 R5(위의 그림에서는 R1과 R3)의 병렬합성치로
( R1//R5 로 표기한다) 각각이 3M옴인 경우 3/2M옴, 즉 1.5M옴이 된다.(이정도면 아주 큰 것이라고 
할 수 있을 듯)

따라서, 피에조를 통해 입력되는 소리가 작다면 R1과 R5를 같은 크기로 하여 작게(혹은 크게) 해 볼 
것.



**PZ-IN 부분의 C2와 GND로 떨어지는 저항 R1의 병렬 연결은 고주파에 대해 작은 저항값을 갖는 컨덴서의 속성에 의해 HPF(High Pass 
Filter)를 이루고 있다. HPF의 Cut off frequency는 1/(2pi*C*R) 의 식을 갖는데, (단위는 uF, Mega ohm, Hz)회로도의 220pico, 3M을 이용해 
계산해보면 241.266Hz가 나오고, 결과적으로 앰프 Q3을 통과해 나오는 소리들도 241Hz 이하는 작거나 소멸된 주파수 분포를 가질 것이다. 
HPF의 Cutoff frequency를 낮추고 싶다면 컨덴서의 용량을 늘려 볼 것.

***PZ-IN1과 PZ-IN2의 컨덴서 용량을 다르게 하면 어떤 효과가 날까.



5. 제작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