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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신차의 개발 시에는 각 부품에 대한 모듈화를 

수행한 후 안정성 평가를 거치고 나서 제품을 , 

생산하게 된다 최근에는 자동차 구조 부품의 모. 

듈화 기술이 요구되면서 부품 자체의 제작기술 

뿐 아니라 시험 평가기술도 중요하게 되었다 특, . 

히 내구 설계를 위해서는 자동차 부품 내구 이, 

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수적이므로 다

양한 가혹 상황을 고려한 자동차 부품 내구 시험

이 수행되어야 하며 이때 주행 중 차량바퀴에 , 

입력되는 동하중을 측정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휠 

동력계 가 이용될 수 있다(wheel dynamometer) .

휠 동력계는 하나의 몸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러 방향의 하중에 대한 힘과 모멘트를 측정하

는 일종의 다축 로드셀이다 로봇에 사용되는 로. 

드셀보다 상당히 고용량이기 때문에 각 하중에 

대한 응력 및 안전성의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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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자동차 주행 중 도로면으로부터 차량 바퀴에 전달되는 동하중을 측정하기 위해 휠 동력계가 사용: 

된다 본 논문에서는 전단 변형과 굽힘 변형을 이용한 두 가지 타입의 축 휠 동력계를 설계하고 비교 . 6

평가하였다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하여 휠 동력계 기본 구조에 대한 전단 변형 거동과 굽힘 변형 거동을 . 

분석하였으며 이로부터 전단형 휠 동력계와 굽힘형 휠 동력계를 설계하였다 변형률 해석을 반복 수행. 

하여 각 하중에 대한 출력변형률이 미리 결정된 비슷한 값이 되도록 하고 상호간섭 변형률이 최소화 

되도록 설계를 수정하고 브리지 회로를 구성하였다 전단형 휠 동력계는 균일한 변형률 분포를 얻을 수 . 

있어 제작시 안정된 특성치를 얻을 수 있는 반면에 굽힘형 휠 동력계는 각 하중에 대한 출력 변형률 , 

값이 더 일정하여 균일한 감도의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Abstract: Wheel dynamometers are used to measure dynamic load that is conveyed from the road to a 

vehicle while driving. In this paper, two types of six-component wheel dynamometers utilizing shear 

deformation and bending deformation were designed and evaluated. Prior to designing the shear and bending 

type wheel dynamometers, the shear and bending deformation behaviors of the basic structure of the wheel 

dynamometer itself were analyzed using finite element analysis. Strain analysis was performed repeatedly in 

order to obtain a similar output sensing strain for each load component. The design was modified with a 

bridge circuit in order to minimize coupling strain.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shear type dynamometer was 

expected to obtain stable characteristics due to uniform strain distribution while the bending type 

dynamometer was expected to obtain high-quality sensitivity performance due to consistent output sensi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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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축 로드셀의 특성 요건을 만족하기 위하

여 파손이 일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능한 변

형률이 크게 발생 되어야 하고 각 하중에 대한 , 

상호간섭 오차(interference error)가 최소화 되어야 

한다. 

다축 로드셀에 대해서 스트레인 게이지를 이용

하여 Yoshida(1)가 여러 개의 사각보에 대한 굽힘

변형을 이용하여 축 로드셀을 개발하고 타이어 6

시험기에 응용하였으며 와 , Ono Hatamura(2)는 다축 

로드셀의 기본요소로 병렬평판 구조와 방사평판

구조를 제시하고 이를 축대칭으로 구성한 축 로6

드셀을 개발하였다. Yabuki(3)는 병렬평판구조 만

을 이용하여 조립용 로봇 팔에 작용하는 힘 및 

토크를 측정할 수 있는 로드셀을 개발하고 이의 , 

이용에 있어 좌표변환의 관계를 제시하였다. Joo 

등(4)은 병렬평판구조보다 쌍안경식구조를 제작, 

강도측면에서 장점을 가진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쌍안경식의 축 로드셀을 개발하였다 와 6 . Bayo

Stubbe(5)는 프레임 트러스트구조의 축방향 변형을 -

이용하여 강성이 큰 축 힘센서를 고안하고 이에 6

대한 최적설계를 하였다. Kang(6)은 힘 토크 센서-

의 오차에 관한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등, Chao (7)

은 형상최적설계를 통하여 축 로드셀을 설계하6

였다 등. Gang (8)은 축 바퀴동력계의 설계에 최적6

설계 기법을 도입하는 연구를 하였다 이와 같은 . 

다축 로드셀은 대부분 휠 동력계로는 사용할 수 

없는 구조를 가졌으며 변형거동의 해석이 체계, 

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특성의 평가가 어려웠

다. Park(9) 등은 휠 동력계의 기본구조에 대한 변 

형거동 해석을 통해 휠 동력계로서 적당한 구조

를 고안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전단변형 거동과 굽힘변형 거동

을 갖는 감지부를 설계하고 유한요소해석에 의하

여 특성값들을 예측하였다 해석된 결과를 분석. 

하여 최종 설계된 전단형 휠 동력계와 굽힘형 휠 

동력계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휠 동력계의 기본 설계2. 

휠 동력계의 설계조건2.1 

휠 동력계는 Fig. 1과 같이 휠 어댑터와 허브 

어댑터 사이에 장착되어 자동차 휠에 작용되는 

힘과 모멘트를 측정하는 측정용 구조부품이다. 

휠 동력계의 구조는 일반적으로 Fig. 2와 같이 안

쪽 링과 바깥쪽 링 및 두 개의 링들을 연결하면

Fig. 1 Assembly of wheel dynamometer

Fig. 2 Basic configurations of a wheel dynamometer

서 힘과 모멘트를 감지할 수 있는 감지부로 이루

어져 있다 안쪽 링은 허브 어댑터와 볼트로 고. 

정되어 차축의 힘과 모멘트를 전달하며 바깥쪽 , 

링은 휠 어댑터와 고정되어 자동차 휠의 힘과 모

멘트를 전달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

이다.

국제적인 재원을 참고로 하여 결정한 자동차 

휠 외형의 설계조건은 Fig. 2와 같다 안쪽 링의 . 

안쪽 반지름 은 (R1) 99.01 mm(3.9 이고 바깥쪽 in) , 

링의 바깥 반지름 은 (R2) 170.09 mm(6.7 이다 안in) . 

쪽 링과 바깥쪽 링을 따라서는 어댑터와 고정하

기 위한 볼트구멍들이 있으며 상하좌우 개의 , 4

감지부가 안쪽 링과 바깥쪽 링을 연결하고 있는 

기본구조를 가지고 있다 설계하려는 휠 동력계. 

의 정격용량은 대형승용차의 작용하중을 고려하

고 상용화되어 있는 제품들을 참고로 하여 휠 , 

반경방향의 힘 는 축방향의 힘 Fx, Fy 40 kN, Fz

는 으로 하였고 모멘트 는 20 kN , Mx, My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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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멘트 는 kN.m, Mz 4 로 하였다kN.m . 

휠 동력계와 같은 다분력 하중센서를 설계할 

때에는 각 분력의 하중에 대한 스트레인 게이지 

위치와 스트레인 게이지들로 이루어진 브리지 회

로 구성을 결정하고 각 스트레인 게이지 위치에, 

서의 변형률을 예측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분력 하중센서로 사용되는 탄성 구조물은 필수

적으로 복잡한 형상을 가지게 되며 감지부는 푸, 

아송 비 등으로 인해 예측하기 어려운 변형거동

을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변형률을 정확하게 예. 

측하고 휠 동력계의 구조를 설계하기 위해서 유

한요소 해석법을 이용하였다. 

스트레인 게이지가 부착될 지점의 설계 변형률 

값은 강재의 경우 단축 로드셀에서는 1200~1500

로 하는 것이 보통이나 다축 로드셀에서는 m/m , μ

복잡한 변형 거동으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곳에

서의 큰 응력이나 응력집중이 발생 할 수 있으므

로 안전을 위하여 수준인 로 하1/4 250~300 m/mμ

는 것이 외국에서 상품화된 다축 로드셀의 일반

적인 특성치이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 제작 시 . 

라운딩 처리와 스트레인 게이지의 부착오차 및 

평균화 등으로 출력의 값이 어느 정도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스트레인 게이지가 부착될 지

점의 설계 변형률을 내외로 하였다 제400 m/m . μ

작하려는 휠 동력계는 종 강SNCM 8 (Ni-Cr-Mo ) 

재료를 열처리해서 사용하려 하므로 재료의 종탄

성 계수를 200 로 푸아송 비는 으로 하였GPa , 0.3

다 열처리된 재료의 허용응력은 정도이. 680 MPa 

지만 과부하 하중 정도를 고려하여 수300% 1/3 

준인 240 의 상당응력 값을 설계 허용응력으MPa

로 하였다.

휠 동력계 기본 구조의 변형 거동2.2 

휠 동력계의 설계조건을 만족하는 감지부의 형

상을 설계하기 위하여 우선 Fig. 2(a)와 같이 감

지부의 형상을 단순화시켜 길이 폭(L) 35 mm, (b) 

두께 인 막대형으로 하고 안쪽 20 mm, (h) 26 mm

링에 하중을 가하여 감지부에 발생하는 변형거동

을 해석하였다 휠 동력계의 안쪽 링에 각 분력. 

의 하중이 가해지면 고정된 바깥 링과 안쪽 링의 

상대 운동에 의해서 그 사이를 연결하는 개의 4

감지부에 변형이 발생하게 된다. Fig. 3은 유한요

소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해석을 위해서 . ANSYS 

을 사용하였고 절점 육면체 유한요소로 모12.0 , 8

델링 하였으며 해석의 신뢰성을 위하여 감지부 부 , 

분에는 요소 한 변의 길이가 균일하게 1 가 되도mm

록 모델링 하였다. 

Fig. 4는 각 하중 분력에 대한 변형 형상을 확

대하여 보여주고 있다 횡 방향의 힘 를 가했. Fx

을 때는 안쪽 링이 방향으로 밀리면서 좌우의 x 

감지부는 인장변형과 압축변형이 일어나고 상하, 

의 감지부는 전단 변형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상하의 감지부를 스트레인 게이지. 

 

Fig. 3 Basic structure and finite element model of 
6-component wheel dynamometer

    (a) Force Fx          (b) Force Fz

  

   (c) Moment Mx        (d) Moment Mz

Fig. 4 Deformed shapes of the structure due to a 
force and mo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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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착 위치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축 방. 

향의 힘 를 가했을 때에는 안쪽 링 전체가 Fz z

방향으로 튀어 나오는 형태로 변형하여 감지부 4

개는 모두 굽힘 변형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

다 따라서 개의 감지부 모두를 스트레인 게이. 4

지 부착 위치로 사용할 수 있다. 

모멘트 를 가했을 때에는 안쪽 링이 뒤틀리Mx

면서 좌우 방향(x방향 으로 놓여있는 감지부는 )

약간의 비틀림 변형이 일어나고 상하 방향, (y방

향 으로 놓여 있는 감지부에는 서로 반대 방향의 )

굽힘 변형이 일어난다 모멘트 를 가했을 때에. Mz

는 안쪽 링이 회전하면서 개의 감지부는 전단 4

변형이 일어남을 볼 수 있다 힘 와 모멘트 . Fy

가 가해졌을 때의 변형거동은 각각 힘 와 My Fx

모멘트 를 가했을 때의 변형거동을 회전Mx 90° 

하여 생각하면 된다.

감지부의 단면은 직사각형 형상이므로 굽힘 변

형이 일어나는 감지부의 옆면 중립축 부근에서는 

전단변형이 일어나며 굽힘 변형은 최소화된다. 

따라서 휠 동력계에서 가해진 하중을 감지하기 

위해서는 굽힘 변형을 이용할 수도 있고 전단 , 

변형을 이용할 수도 있다. Fig. 5는 각 하중 Fx, 

가 각각 가해졌을 때 굽힘 변형이 일Fz, Mx, Mz

어나는 감지부의 길이 방향으로 분포하는 굽힘변

형률을 보여주고 있다 즉. , Fig. 3의 표면 또는 A 

표면 에서 발생하는 방향의 변형률 B y εy 또는  

표면 와 표면 에서 발생하는 방향의 변형률 C D x

εx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프의 횡축은 안. 

쪽 링으로부터의 거리를 나타내고 있다. Fig. 6은 

각 하중 가 각각 가해졌을 때 전Fx, Fz, Mx, Mz

단 변형이 일어나는 감지부의 길이 방향으로 분

포하는 전단변형률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의 . , Fig. 3

표면 와 표면 에서 발생하는 전단변형률 A C γxy 

또는 표면 와 표면 에 발생하는 전단변형률 B D

γyz 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 

힘 가 가해졌을 때는 표면 에서 보의 길이를 Fx B

따라 인장에서 압축으로 선형적으로 굽힘변형률 

εy가 분포하였고 표면 에서는 전단변형률이 대, A

부분의 영역에서 거의 균일하게 발생되었다 힘 . Fz

가 가해졌을 때는 힘 가 가해졌을 때와 같이 표Fx

면 에서 인장에서 압축으로 선형적으로 굽힘변형C

률 εx가 분포하였으나 그 크기는 의 경우에 비Fx

해서 상당히 작은 값이 발생하였다 표면 에서는 . B

전단변형률이 대부분의 영역에서 거의 균일하게 

Fig. 5 Normal strain distributions on the surface of 
the sensing part

Fig. 6 Shear strain distributions on the surface of 
the sensing part

발생되었으나 의 경우에 비해 반 정도의 크기Fx

로 발생되었다.

모멘트 가 가해졌을 때는 표면 에서 보의 Mx A

길이를 따라 인장에서 압축으로 선형적으로 굽힘

변형률 εy가 분포하였고 표면 에서는 전단변형, D

률이 거의 균일하게 발생되었다 모멘트 가 가. Mz

해졌을 때는 표면 에서 압축에서 인장으로 선형B

적으로 굽힘변형률 εy가 분포하였으며 그 크기는 

의 경우에 비해서 배 큰 값이 발생하였다Mx 1.5 . 

표면 에서는 에 비해 절반 정도의 전단변형A Mx

률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변형률 분포를 이용하여 굽힘변형률

을 이용하거나 전단변형률을 이용하는 축 휠 동6

력계를 설계할 수 있다 즉 굽힘 변형을 이용할 . , 



축 휠 동력계의 구조설계 및 평가6 57

때에는 보의 양쪽 끝 부분의 인장변형률과 압축 

변형률을 감지하고 전단 변형을 이용할 때에는 , 

감지부 중앙부분의 전단변형률을 감지한다 힘이. 

나 모멘트를 감지하는 하중 변환기에서는 Fig. 7

과 같이 스트레인 게이지 개 또는 개로 이루어4 8

진 휘스톤 브리지의 출력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

적인 방법이다 즉 인장변형률 과 압축변. , (T1, T2)

형률 을 받는 스트레인 게이지들을 완전(C1, C2)

결선 브리지 로 연결함으로서 입력전압(full bridge)

에 대한 출력전압을 측정한다 이때의 출력은 다. 

음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1) 

휠 동력계의 구성 및 평가2.3 

절에서 분석한 변형 거동과 출력 식 을 2.2 (1)

이용하여 스트레인 게이지의 위치와 브리지 회로

의 구성을 결정하고 각 하중에 대한 출력값을 예

측할 수 있다. Fig. 8은 두 가지 가능한 휠 동력

계의 스트레인 게이지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Fig. 8(a)는 굽힘 변형을 이용한 휠 동력계의 스

트레인 게이지 위치와 구성을 보여주고 있고, 

Fig. 8(b)는 전단 변형을 이용한 스트레인 게이지 

위치를 보여주고 있다 각 하중 분력에 대한 스. 

트레인 게이지 구성은 Fig. 8(c)에 나타내었다.

굽힘 변형을 이용하는 휠 동력계는 감지부의 

양쪽 반대 면에서 발생하는 인장 혹은 압축 변형

을 감지하고, Fig. 5와 같이 감지부의 양쪽 끝으

로 갈수록 변형률 값이 커지므로 가능한 스트레

인 게이지를 안쪽 링과 바깥쪽 링에 가까운 곳에 

부착해야 한다 굽힘 변형률은 감지부의 길이 방. 

향으로 발생하므로 중심선을 따라 길이방향으로 

스트레인 게이지를 부착하도록 하였다. 

Table 1은 Fig. 8(a)와 같이 스트레인 게이지를 

부착하고 Fig. 8(c)와 같이 브리지회로를 구상하

였을 때 식 을 이용하여 계산한 출력 변형률 , (1)

및 상호간섭 변형률 값을 보여주고 있다 표에서. 

는 각 하중 분력이 가해졌을 때 각 하중 분력을 , 

감지하도록 구성된 브리지 회로의 출력 변형률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표의 대각선 항은 출력 . 

변형률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나머지 항들은 상, 

호간섭 변형률을 보여주고 있다 표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상호간섭 변형률은 모두 으로 계산되어0

서 다분력 하중센서로서 상당히 적절한 스트레인 

Fig. 7 Wheatstone bridge circuit with four strain 
gages for measuring force/moment 

(a) Bending type wheel dynamometer

(b) Shear type wheel dynamometer

 

　 Fx Fz Mx Mz

T1 Fx1 Fz1 Mx1 Mz1

C1 Fx2 Fz2 Mx2 Mz2

T2 Fx3 Fz3 Mx3 Mz3

C2 Fx4 Fz4 Mx4 Mz4
 

(c) Composition of strain gages

 
Fig. 8 Position of strain gages and the Wheatstone 

bridge circuit for basic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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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지 구성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출력 . 

변형률은 250~300 의 수준을 목표로 하였으m/mμ

나 힘 의Fz 출력 변형률과 모멘트 의 출력 변 Mx

형률이 매우 낮게 계산되었다.

전단 변형을 이용하는 휠 동력계는 감지부의 

중앙부분 중립축에서 발생하는 전단 변형을 감지

하는데 스트레인 게이지는 스트레인 길이 방향, 

의 수직 변형률만 감지하므로 감지부 길이방향과 

기울어진 방향으로 스트레인 게이지를 부착±45° 

한다 전단변형률은 감지부 전체에 걸쳐 거의 균. 

일한 분포를 가지므로 부착하는 위치에는 민감하

지 않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감지부의 . 

중립축에는 잘 일치시켜야 굽힘 변형으로 인한 

간섭을 방지할 수 있다.

Table 2는 Fig. 8(b)와 같이 스트레인 게이지를 

부착하고 계산한 출력 변형률 및 상호간섭 변형

률 값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1의 경우와 같이 

상호간섭 변형률은 모두 으로 계산되어서 적절0

한 구성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출력 변형. 

률은 208~570 의 범위에서 계산되었다 이 m/m . μ

값은 굽힘 변형을 이용하는 휠 동력계에 비해 전

체적으로 배 정도 큰 값이고 하중 분력 간의 1.5 , 

출력 변형률 값도 조금 더 균일하게 계산되었다.

Table 1 Maximum strains and coupling strains of 
the bending type wheel dynamometer 

Load
Output ( m/m)μ

SFx SFz SMx SMz

Fx 372 0 0 0

Fz 0 67 0 0

Mx 0 0 121 0

Mz 0 0 0 382

Table 2 Maximum strains and coupling strains of 
the shear type wheel dynamometer 

Load
Output ( m/m)μ

SFx SFz SMx SMz

Fx 548 0 0 0

Fz 0 208 0 0

Mx 0 0 570 0

Mz 0 0 0 314

이상과 같이 휠 동력계의 기본구조에 대한 변

형 해석을 기본으로 출력 변형률 값과 상호간섭 

변형률 값을 예측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바. 

탕으로 앞에서 제시한 몇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

는 방향으로 휠 동력계의 구조를 개선하고 설계, 

된 휠 동력계에 대한 변형 해석을 통하여 특성을 

평가하였다.

전단형 휠 동력계의 3. 

해석 및 평가

앞에서 수행한 전단형 휠 동력계 기본 구조의 

해석결과를 이용하여 여러 단계의 수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Fig. 9와 같은 전단형 축 휠 동력계6

를 설계하였다 앞의 기본 구조에서는 등. Fx, Fy 

의 횡 방향 힘이 가해지면 힘이 가해지는 방향의 

방향에 놓여 있는 감지부가 변형을 감지하는 90° 

구조이지만 힘 방향으로 놓여 있는 감지부가 강

하게 변형을 억제하여 발생하는 변형률이 너무 

작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 

해결하기 위하여 Fig. 9와 같이 감지부의 바깥쪽

에 원주 방향의 슬릿을 두어 스프링식의 고정단

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정격변형률 값을 크게 . 

발생시키고 원하는 값을 얻을 수 있도록 감지부

의 두께를 좀 더 얇게 조정하였으며 감지부의 , 

양 옆에는 라운드가 있는 사각의 홀을 두어 응력

집중을 방지하고 유연한 스프링 고정단이 되도록 

설계하였다. 

감지부는 길이 18 폭 mm, 32 두께 mm, 24 mm

로 설계하고 얇은 부분의 폭은 18 두께는 mm, 12

로 하였다mm . Fig. 9와 같이 유한요소 모델링

Fig. 9 Finite element model of the shear type six- 
component wheel dynamo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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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orce Fx   

(b) Force Fy  

(c) Moment Mx  

(d)  Moment Mz

Fig. 10 Contours of shear strain of the shear type 
wheel dynamometer 

　 Fx Fy Fz Mx My Mz

T1 Fx1 Fy1 Fz1 Mx1 My1 Mz1

C1 Fx2 Fy2 Fz2 Mx2 My2 Mz2

T2 Fx3 Fy3 Fz3 Mx3 My3 Mz3

C2 Fx4 Fy4 Fz4 Mx4 My4 Mz4

Fig. 11 Position of strain gages and Wheatstone bridge 
circuit for the shear-type wheel dynamometer 

하고 각 분력의 하중을 각각 주어 해석을 수행하

였다 사용한 유한요소는 절점 육면체 선형요소. 8

이며 스트레인 게이지가 부착될 감지부 부분에, 

는 해석의 정확성을 위하여 요소 한변의 길이를 

일정하게 로 하였다 전체요소의 수는 1mm . 57024

개 절점의 수는 개로 모델링하였다 재료의 , 69660 . 

물성치 및 경계조건은 장의 설명과 같이 하였2

다. 

Fig. 10의 는 각 하중 (a), (b), (c), (d) Fx, Fz, 

가 가해졌을 때 스트레인 게이지가 부착 Mx, Mz

되는 감지부 표면에 발생하는 전단변형률의 분포

를 나타낸다 힘 와 모멘트 에 대해서는 . Fx Mz xy

평면에 대한 변형률 의 분포를 힘 과 모멘, Fz

트 에 대해서는 평면에 대한 변형률 Mx zx 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각 하중에 대한 전단변형. 

률은 감지부로 사용하려는 표면의 중립축을 따라 

넓은 부분에 걸쳐 균일한 변형률 값을 가졌으며 

중립축으로부터 양 표면으로는 점진적으로 감소

하는 분포를 가졌다 휠 동력계 중심에 대해 대. 

칭적으로 부호가 반대로 되는 지점이 존재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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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aximum strains and coupling strains of the 
shear-type 6-component wheel dynamometer 
calculate by the FE analysis

Load
Output ( m/m)μ

SFx SFy SFz SMx SMy SMz

Fx 519 0 0 0 0 0 

Fy 0 519 0 0 0 0 

Fz 0 0 655 0 0 0 

Mx 0 0 0 598 0 0 

My 0 0 0 0 598 0 

Mz 0 0 0 0 0 267

각 하중에 대한 감지부에서의 변형거동을 이용

하여 스트레인 게이지의 위치를 결정하고, Fig. 8

과 같은 브리지 회로를 구성하여 정격 변형률이 

최대로 되고 상호간섭 변형률은 최소화하도록 반

복 설계하였다. Fig. 11은 각 하중을 감지하는 스

트레인 게이지 위치와 브리지 회로의 구성을 보

여주고 있다. 

Table 3은 Fig. 11과 같이 설계된 전단형 휠 동

력계의 정격변형률과 상호간섭 변형률 값을 보여

주고 있다 이 값들은 유한요소 해석과 식 에 . (1)

의해 계산되었다 상호간섭 변형률은 모두 이 . 0

되도록 적절하게 설계가 되었고 슬릿 설계와 감, 

지부 치수 조정으로 정격 변형률은 기본구조에서 

보다 증가하였다 정격 변형률은 목표로 했던 . 

보다 크게 설계되었으나 모멘트 에 400 m/m Mzμ

대한 정격 변형률이 로 낮게 계산되었267 m/mμ

다. 

Fig. 12는 힘 에 대한 상당응력의 분포를 보Fx

여주고 있다 다른 하중에 대해서는 이보다 작은 . 

상당응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생략하였다 상당응. 

력의 최대값은 감지부 사각홀의 코너부분에서 

이 발생하였으며 열처리된 종176.7 MPa , SNCM8

의 항복응력이 임을 고려하면 허용 과부680 MPa

하 하중은 정격하중의 인 것으로 나타나서 385 %

충분히 안전성이 보장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굽힘형 휠 동력계의 4. 

해석 및 평가

장에서 설계된 전단형 휠 동력계는 각 하중 3

분력간 정격 변형률에 차이가 있어 실제 제작 시 

Fig. 12 Contour of equivalent stress due to force 
Fx of the shaer-type wheel dynamometer

Fig. 13 Finite element model of the bending-type 
six-component wheel dynamometer

감도 차이와 상호간섭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또 다른 구조의 하나로 굽힘 변형

을 이용하는 굽힘형 휠 동력계를 설계하였다. 

Fig. 13은 굽힘형 휠 동력계의 구조와 유한요소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인 구조는 전단형 . 

휠 동력계와 비슷한 형상을 가지며 휠 동력계 , 

외곽의 최소지름과 최대지름은 전단형 휠 동력계

와 똑같은 크기를 가지도록 하였다 전단형 휠 . 

동력계와 마찬가지로 개의 감지부로 구성되어 4

있으며 고정단이 서로 강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원주 방향으로 슬릿을 두었다 감지부 양옆으로. 

는 사각형의 큰 홀을 두었고 굽힘 변형이 충분히 

크게 발생할 수 있도록 내부 반지름의 길이를 변

화시켜 감지부의 길이를 길게 하였다 감지부는 . 

기본적으로 직사각형 단면을 다진 보의 형상을 

가지며 응력집중을 최소화 하면서 충분한 변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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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y force Fx         

(b) By force Fz

  (c) By moment Mx  

     (d) By moment Mz

Fig. 14 Contours of bending strain of the bending- 
type wheel dynamometer   

　 Fx Fy Fz Mx My Mz

T1 Fx1 Fy1 Fz1 Mx1 My1 Mz1

C1 Fx2 Fy2 Fz2 Mx2 My2 Mz2

T2 Fx3 Fy3 Fz3 Mx3 My3 Mz3

C2 Fx4 Fy4 Fz4 Mx4 My4 Mz4

Fig. 15 Position of strain gages and Wheatstone 
bridge circuit for the bending-type wheel 
dynamometer 

을 발생할 수 있도록 고정단에서 정도까지의 1/3 

감지부를 더 얇게 설계하였다 전체적으로는 힘 . 

와 모멘트 및 의 하중에 대한 출력값을 Fz Mx My

높이도록 설계하였다 감지부는 보를 기준으로 . 

전체 길이 두꺼운 부분의 폭 두37 mm, 23 mm, 

께 로 하였으며 얇은 부분은 길이 26 mm 29 mm, 

두께 로 설계하였다15 mm . 

재료의 기계적인 물성치 및 해석을 위한 경계

조건은 장의 기본 구조 경우와 같이 하였다 사2 . 

용한 유한요소는 절점 육면체 선형 요소이며 스8

트레인 게이지 부착위치 결정과 해석의 정확성을 

위하여 감지부 부분의 요소의 길이를 등간격으로 

로 하였다 전체요소의 수는 개 절점1 mm . 65184 , 

의 수는 개로 모델링하였다78300 .

Fig. 14는 각각의 하중 와 이 가Fx, Fz, Mx Mz

해질 때 방향의 굽힘 변형률 , y 를 보여주고 

있다 힘 가 가해졌을 때는 상하에 위치한 감. Fx

지부의 옆면이 굽힘 변형을 하며 힘 가 가해, Fz

졌을 때는 상하좌우 개의 감지부의 앞면과 뒷면4

이 굽힘 변형을 한다 모멘트 가 가해졌을 때. Mx

는 상하 감지부의 앞뒷면이 굽힘 변형을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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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멘트 가 가해졌을 때는 상하좌우의 감지부 Mz

옆면이 굽힘 변형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 

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각 하중에 의해서 

개의 감지부에서는 4 Fig. 5의 경우와 같이 감지부 

길이 방향을 따라서 인장과 압축 변형률이 선형

적으로 발생하였다 힘 와 모멘트 에 의해. Fy My

서는 각각 힘 와 모멘트 를 회전한 변Fx Mx 90° 

형 거동을 하였다.

이와 같은 변형 거동을 이용하여 각 하중에 대

한 인장변형률이 일어나는 곳과 압축변형률이 2

일어나는 곳을 선정하고 상호간섭 변형률이 발2

생하지 않도록 스트레인 게이지의 위치를 정하였

다. Fig. 15는 굽힘형 휠 동력계의 스트레인 게이

지 위치와 브리지 회로의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스트레인 게이지는 가능한 큰 굽힘 변형률을 감

지하도록 내륜 쪽 감지부에 치우쳐서 부착하도록 

하였다 스트레인 게이지는 전단형 휠 동력계와 . 

달리 감지부의 길이 방향에 일치하도록 하였다. 

Table 4는 Fig. 15와 같이 설계된 전단형 휠 동

력계의 정격변형률과 상호간섭 변형률 값을 보여

주고 있다 상호간섭 변형률은 모두 이 되도록 . 0

적절하게 설계가 되었고 정격 변형률은 각 분력, 

의 하중에 대해 로 계산되어339 m/m~459 m/mμ μ

서 목표로 했던 설계 변형률 을 고려하400 m/mμ

면 전단형 휠 동력계보다 훨씬 균일하고 적절한 

수준으로 설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 

균일한 정격 변형률은 출력 감도의 수준을 일정

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상대적인 오차를 적게 할 

수 있다.

Fig. 16은 힘 에 대한 상당응력의 분포를 보Fx

여주고 있다 다른 분력의 하중에 대해서는 이보. 

다 작은 상당응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생략하였다. 

상당응력의 최대값은 슬릿이 있는 사각홀의 코너

부분에서 237.8 이 발생하였으며 열처리된 MPa , 

종의 항복응력이 SNCM8 680 임을 고려하면 MPa

허용 과부하 하중은 정격하중의 인 것으로 286 %

나타나서 충분히 안전성이 보장되었으나 전단형 

휠 동력계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안전율이 가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분력 하중센서는 하나의 감지부로 다분력의 

하중을 동시에 측정하는 센서이다 분력의 하. 6 

중에 대한 상호간섭 변형률의 최소화 정격 변형, 

률의 균일화 등을 이루기 위해서 대단히 까다로

운 설계과정을 거치며 목표로 하는 특성을 얻어, 

Table 4 Maximum strains and coupling strains of the 
bending-type 6-component wheel dynamometer 
calculate by the FE analysis

Load
Output ( m/m)μ

SFx SFy SFz SMx SMy SMz

Fx 369 0 0 0 0 0 

Fy 0 369 0 0 0 0 

Fz 0 0 339 0 0 0 

Mx 0 0 0 451 0 0 

My 0 0 0 0 451 0 

Mz 0 0 0 0 0 459

Fig. 16 Contour of equivalent stress due to force 
Fx of the bending-type wheel dynamometer

내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가 많다 이를 고려하면 . 

본 논문에서 설계된 굽힘형 축 휠 동력계는 그 6

구조와 그에 따른 변형거동 및 예측되는 특성치

를 판단할 때 매우 유용하고 실용성이 있는 것, 

으로 평가되었다.

결 론5. 

본 논문에서는 전단 변형 거동과 굽힘 변형 거

동을 갖는 감지부를 설계하고 유한요소해석에 의

하여 특성값들을 예측하였다 해석된 결과를 이. 

용하여 최종 설계된 전단형 휠 동력계와 굽힘형 

휠 동력계의 특성을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

론을 얻었다.

슬릿과 사각 홀 등이 포함된 휠 동력계의 (1) 

구조개선과 스트레인 게이지의 적절한 구성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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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설계된 휠 동력계는 모든 하중에 대해 상호

간섭 오차가 으로 계산되었으며 각 하중에 대한 0

정격변형률 값도 목표로 했던 범위 내에서 만족

하였다. 

유한요소 해석을 통해 해석된 전단형 휠 동(2) 

력계의 최대 상당응력은 로 나타났으176.7 MPa

며 굽힘형 휠 동력계의 최대 상당응력은 , 237.8 

로 나타나서 충분한 안전성이 확보되었으며 MPa , 

전단형 휠 동력계가 굽힘형 힐 동력계에 비해 좀 

더 하중에 대해 안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전단형 휠 동력계는 감지부 부위에서 균일(3) 

한 변형률 분포를 얻을 수 있어 제작 시 안정된 

특성을 얻을 수 있는 반면에 굽힘형 휠 동력계, 

는 각 하중에 대한 출력 변형률 값이 더 일정하

여 균일한 감도의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을 것

으로 예측된다.

본 논문에서 설계된 굽힘형 축 휠 동력계(4) 6

는 그 구조와 그에 따른 변형거동 및 예측되는 

특성을 판단할 때 매우 유용하고 실용성이 있는 ,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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