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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바퀴동력계는 차량에 지면으로부터 달되는 힘과 모멘트를 측정하는 로드셀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바퀴동력계는 스트 인 게이지식 로드셀로써 이러한 로드셀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몇가지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 우선 스트 인 게이지를 부착하기 쉬운 구조가 되어야 하고 조립시의 오차를 이기 하여 

한 몸체로 제작되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가장 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인자로 감도를 해 재료가 허용

하는 응력내에서 되도록 큰 변형률이 발생해야 하고 상호 간섭 오차가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

는 수식을 이용하여 이론 으로 상호 간섭 오차를 0으로 만들 수 있었다. 한 설계 변수  재료 물성치

의 산포를 고려한 신뢰성 기반 최 설계 기법을 사용하 으며, 이를 통해 허용 응력하에서 최 의 변형률

이 발생하는 바퀴동력계를 설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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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오늘날 자동차 샤시 부품의 모듈화 기술 도입에 따라서 자동차 부품업계의 독자 인 샤시 부품 설계 기술

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내구 설계를 해서는 자동차 부품 내구 이력에 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이 필수

이다. 따라서 다양한 하  상태를 고려한 자동차 부품 내구 시험이 수행되어져야 하며, 이때 주행  도로면

으로부터 차량바퀴에 입력되는 동하 을 측정하기 해서 이른바 바퀴 동력계(Wheel force transducer)가 주

로 이용된다.

바퀴동력계는 하나의 몸체에서 3방향의 힘과 모멘트를 동시에 측정하는 로드셀이다. 성능이 좋은 로드셀

을 설계하기 해서는 단이 일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각 축의 감도를 나타내는 감지부의 변형률이 크게 

발생해야 하고 한방향의 힘만이 가해질 때 다른 방향의 힘이 감지되는 상호 간섭 오차(Interference error)가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간섭 오차를 최소화하기 해서는 한 방향의 힘이 작용할 때 스트 인 값이 가장 큰 

지 을 그 축의 스트 인 게이지 부착 치로 선정하고, 스트 인 값이 0이 되는 지 을 다른 모든 축의 스트

인 게이지 부착 치로 선정해야 한다. 그러나 다축의 힘과 모멘트를 측정하는 센서에서 그러한 치를 선

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재료역학 으로 탄성체는 포아송 비가 존재하기 때문에 변형률 분포는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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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바퀴동려계의 형상  스트 인 게이지 부착 그림 2 4개의 게이지로 이루어진 완 결

선 릿지 회로로부터 얻어지는 출력값

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주진원과 김한 , 2007) 따라서, 감지부의 형상  스트 인 게이지로 구성된 리

지 회로는 신 하게 결정되어져야 하며 이를 해 변형률 해석  형상 최 화 기법에 해 많은 연구가 이

루어져 왔다.

로드셀의 설계 사례를 살펴보면 국외에서는 기둥형 로드셀의 형상최 설계를 하여 유 알고리즘을 사용

한 사례가 있었고(Robinson, 1995), 민감도 해석을 통해 설계변수를 결정한 뒤 Gradient기반 형상 최 설계 

기법을 사용한 (Wang과 Hu, 2005) 등이 있었다. 국내에서는 다구  방법을 이용하여 로드셀의 각 치수가 

감도에 미치는 향을 단한 뒤 설계에 반 한 사례(주진원 등, 1996), 반응표면법을 이용한 최 설계 기법

(이태  등, 2002), 실험계획법을 이용한 로드셀의 설계 방법(추성일 등, 2007)등이 있었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에서 제한조건으로 설정되는 허용응력은 안 계수의 개념으로 정의되어 설계되었고 이

는 재료의 과다한 사용으로 인한 로드셀의 감도를 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재

료 물성치  로드셀 감지부의 치수를 통계학 인 개념으로 정의하고 허용응력은 내구한도로 정의하여 무한

수명을 나타내는 응력하에서 최 의 변형률이 발생하는 로드셀을 설계하 다.

2. 힘/모멘트 감지 방법

본 연구에서 개발한 6축 바퀴동력계는 스트 인 게이지식 로드셀로써 탄성체의 변형을 스트 인 게이지를 

통해 기 인 신호로 변환하여 각 축방향 힘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Göpel et al., 1993) 바퀴동력계의 기

본 형상  스트 인 게이지 부착 치는 그림 1와 같고 감지부에 달되는 단변형을 이용하여 출력값을 

얻게 된다. 장착 방법은 휠을 개조시켜서 바퀴동력계의 바깥쪽 링부분과 체결 시키고 허  어뎁터라는 부품

을 따로 제작하여 허 와 바퀴동력계의 안쪽 링부분을 체결시키게 된다. 그림 2에 나타낸 8개(Fx1 ～ Fz4)의 

기호는 단 변형을 이용한 하나의 완  결선 휘스톤 릿지 회로에서 나오는 출력값을 나타낸다. 여기서 

Fx1, Fx2, Fy1, Fy2는 그림 1에서 보 던 앞면과 뒷면까지 게이지를 부착하여 4개의 게이지로 완  결선 

릿지 회로가 구성되는 것이다. 이 8개의 출력값은 식(2)를 통해 6개의 각 축방향 힘/모멘트로 계산되고 이 

식을 이용하면 상호 간섭 오차는 이론 으로 0을 만들 수 있게 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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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확정론  최 설계와 신뢰성 기반 최 설계 결
과 비교

Initial Deterministic 
optimization

RBDO

t 10 10.70 12.38

w2 20 19.35 17.72

Fx1 9600 8600 7000

2×Fz1 8300 8400 6700

그림 3 감지부의 변형률과 응력에 향

을 미치는 인자를 단하기 해 선정한 

6개의 설계변수

 770 690 520

 84.99% 58.68% 5.41%

3. 바퀴동력계의 신뢰성 기반 최 설계

신뢰성 해석 기법에는 크게 몬테카를로 추출법(MCS), 요도 추출법, 모멘트법이 속하는 추출법과 

FORM(First Order Reliability Method), SORM(Second Order Reliability Method) 등이 속하는 속 확률 

분법이 있다. 이  몬테카를로 추출법은 많은 시행횟수로 정확도가 보장되지만 경제성이 떨어지는 단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바퀴동력계의 신뢰성 기반 최 설계를 하여 몬테카를로 추출법과 같은 정확도를 얻기 

해서 연구되었던 크리깅 기반 차원감소법을 활용하 다.(안다운 등, 2008)

3.1. 설계변수 선정

그림 3에 나타낸 6개의 변수들에 하여 실험계획법을 통해 설계 변수를 선정하 다. 각 인자를 2수 으

로 하여 1/4 부분 요인 설계를 실시하 으며 분산 분석 결과 t, w2를 제외한 나머지 설계변수들은 변형률에 

미치는 향이 상 으로 매우 작고 상호작용에 한 향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설계변수에서 제외시켰다.  

3.2. 최 설계 문제 정의

앞에서 언 했던 바와 같이 로드셀의 성능은 무한 수명을 보이는 한도 내에서 감지부의 변형률이 클수록 

좋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해 ‘Max-min’ 문제를 응용하면 감지부의 변형률이 최 로 발생하면서도 각 축의 

변형률이 일정한 비율로 발생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일반 인 ‘Max-min’ 문제는 식(3)과 같은 형태로 정의

되는데(Belegundu, 1999) 여기서 는 각 축방향 변형률로 생각하여 변형률을 최 화 시킬수 있다. 식(3)은 

다시 식(4)로 표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은 를 표 하기 해 도입된 변수이고 제한조건으로 

표 된 두 번째 식은 변형률을 항상 양의 값으로 설정하 기 때문에 본 문제에서 항상 만족하는 조건이므로 

무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구한도를 허용응력으로 설정한 제한조건을 추가하여 최 설계 문제

를 정의하 다.

       (3)

   
  ≤ 

(4)

3.3. 최 설계 결과

신뢰성 기반 최 설계 시 산포를 고려한 변수는 앞 에서 보인 두 개의 설계변수와 탄성 계수이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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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설계변수는 COV를 10%로 설정하 고 탄성계수는 일반 으로 5%의 COV를 갖는다.(Dowling, 2007) 최

응력이 허용응력보다 클 확률, 즉 실패확률이 5%를 넘지 않도록 신뢰성 기반 최 설계를 수행하 고 그 

결과를 표 1에 정리하 다. 변형률 값 자체만 비교해 본다면 확정론  최 설계 결과로 만들어지는 로드셀이 

더 감도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확정론  최 설계 결과의 경우 최 응력이 허용

응력을 과할 실패 확률이 약 60%나 되었다. 이런 결과를 방하기 하여 통 으로 사용되었던 방법이 

바로 안 계수의 개념이고 재료의 과도한 사용은 곧 로드셀의 성능 하로 이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재료 물

성치  설계변수의 산포를 고려한 신뢰성 기반 최 설계의 결과가 더 효율 이고 실 인 방법이라는 것

을 알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바퀴동력계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신뢰성 기반 최 설계 기법을 사용하 다. 이를 해 최

근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던 크리깅 기반 차원감소법을 활용하 고 그 결과를 확정론  최 설계 결과

와 비교하 다. 확정론  최 설계 결과 변형률은 신뢰성 기반 최 설계에 비해 크게 발생했지만 실패확률이 

약 60%나 발생하여 설계 라미터의 산포를 고려하지 않은 설계가 매우 험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 

신뢰성 기반 최 설계가 기존의 경험 인 근법보다 합리 이고 유용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감사의 

본 연구는 2009년 소기업청 산학 공동기술개발지원사업의 지원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참고문헌

안다운, 최주호, 원 호. (2008) 크리깅 기반 차원감소법을 이용한 베이지안 신뢰도 해석, 한국 산구조공학

회 논문집, 제21권, 3호, pp.275～280

이태 , 이태희, 변철웅, 박 구. (2002) 반응표면법을 이용한 고하  기둥형 로드셀의 최 설계, 한국정 공

학회 2002년도 추계학술 회 논문집, pp.754～758.

주진원, 김한 . (2007) 컴팩트형 6축 로드셀의 개발  특성평가, 산업과학기술연구소 논문집, Vol.21,  

No.2, pp.155～162.

주진원, 정수연, 김갑순, 강 임. (1996) 다구  방법에 의한 6축 로드셀의 설계  상호간섭오차 평가, 한

기계학회 1996년 추계학술 회 논문집 A, pp.441～446.

추성일, 박 , 이진근, 박지 . (2007) 실험계획법을 이용한 다목  차량의 측면하  측정을 한 3축 로

드셀 개발, Transactions of KSAE, Vol.15, No.4, pp.83～93.

Dowling N.E. (2007) Mechanical Behavior of Materials, Pearson Education, Upper Saddle River, New 

Jersey.

Göpel W., Hesse J. and Zemel J.N. (1993) Sensors, VCH publishers Inc., New York.

Robinson G.M. (1995) Genetic Algorithm Optimisation of Load Cell Geometry by Finite Element 

Analysis, PhD Thesis, City University, Measurement and Instrumentation Centre, Department of 

Electrical, Electronic and Information Engineering, School of Engineering. London.

Wang, Z. and Hu, H. (2005) Analysis and Optimization of a Compliant Mechanism Based Digital 

Force/Weight Sensor, IEEE Sensors Journal, Vol.5, No.6.

- 9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