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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교량관리를 위해 케이블의 장력측정 방식 중 자기센서에 의해

측정하는 방법에서 자기장과 온도와 장력에 따라 장력센서의

출력 가변함수가 되는 것은 이미 발표한 바가 있다[7].

장력센서 특성 시험시 장력센서가 설치된 샘플 케이블을 인장

시험기에 걸고 샘플 케이블에 장력을 가하며 인장에 따른 장력센

서의 출력과 자지장 등을 디지털 멀티미터를 사용하여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였다 기록방법은 작업자가 장력이 목표치에.

도달하면 장력센서의 출력전압을 보고 기록하였으므로 드리프

트에 따라 측정결과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또한 화이트 노이즈

영향 으로 점 변화 등에 대해 동일한 조건으로 관리하지 않으면0

데이터의 신뢰도가 저하된다.

따라서 인장시험기를 사용하여 장력에 따른 장력센서의 특성

을 정밀하게 시험하기 위해서는 자동으로 영점조정과 신호를

측정하고여 그 결과를 분석 및 기록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장력센서 특성시험 시스템의 구성2.

시스템 구성2. 1.

교실험실에서 케이블의 장력을 측정하고 장력센서의 특성을

시험하기 위해 과같이 구성하고 시험하였다Fig. 1 .

Fig. 1 Block Diagramof Automatic testing system
인장 시험기2. 2.

Fig. 2 Standard tensile testing machine
인장시험기는 강재 케이블에 장력센서를 설치하고 장력에

따른 센서의 특성을 시험하기 위해 장력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로

서 이것을 표준 인장 시험기(standards tensile testing ma-

라 하였고 또한 교량 지지용으로 사용되는 케이블로 인장chine)

시험기에서 장력을 시험할 수 있는 시편을 만들고 샘플 케이블이

라 하였다 표준 인장시험기는 와 같고 규격은 다음과. Fig. 2

같다.

Max Tensile Force : 3 MN

Max Cable Length: L=3000 mm ±400 mm

제어장치 오차 이내: 1%

이내reading error = 0.5%

샘플 케이블 제작2. 2.

케이블의 구성은 다발의 와이어 강봉 강연선으로 이루어지, ,

며 본 연구에 사용된 케이블은 로서 재원은 다음과 같다D=50 mm .

Maker : Manho Rope & Wire Ltd in korea

Commodity : Galvanized Steel Wire Rope

Construction : 6x37 IWRC, Specification : KSD3514

Rope Dia=50 mm (actual=51.300 mm)

Tensile Strngth of wires :Min=182 kg/ , Max=188 kg/㎟ ㎟

사용된 케이블의 스트랜드는 직경 3.24 의 단선 가닥과mm 19

직경 1.4 의 단선 가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개의 스트mm 6 6

랜드가 있고 코아는 직경, 2.0 단선이 단으로 구성되어 있으mm 7

며 전체적으로 개의 코아로 구성된다7 .

케이블 장력 측정용 장력센서 설계 및 제작2. 3.

Fig. 3 Schematic diagram of sensor for tension
measurement

N1/N2 :number of turns in the primary/secondary coil
S1/S2:cross-sectional area of primary/secondary coil (m2),
SC : cross-sectional area of cable inside sensor (m2
d1/d2 : diameter of primary/secondary coil (m),
dC : diameter of cable (m),  : 1length of solenoid
(m)
강자성 재료는 자기장 내에 놓이면 길이가 변하는데 이를,

자기변형 라 하며 이때 변형률(magnetostriction) , (strain ra-

tio) 는 식 과 같다(1) .

  


식에서(1) 은 자기변형이다 양의 자왜. (positive magnet-
특성을 갖는 재료는 자화되면 길이가 늘어나고icdisttorion) ,

또 물질이 자화된 상태에서 인장력을 가하면 연신되어 자화를

증가시킨다[3]. 장력 센서의 개념도는 과Fig. 3 같다.

차 코일 전류1   으로 발생된 자속에 의해 차 코일에2
유도된 전압은 파라데이 법칙에 의해 식 가 된다(2) .

   

 

식에서  은 차코일에 의해 차 코일에 유도된 자속으로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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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내의 자속과 차 코일 내부 에어갭2 (     에)
흐르는 자속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이것을 정리하여 식 에. (2)

대입하면 식 과 같이 차 코일 유도 전압을 구할 수 있다(3) 2 .

  


   

 

이며 여기서,  


  
,  ∙ 

  [H/m]

투자율( 은 장력 온도 자기장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출력) , ,
전압도 식 와 같이 표현된다(4) .

 




 



차 코일 내에 케이블이 없을 때의 유도전압2   는

   




 

식 와식 의비를구하고이것을(4) (5)     에대하여
정리하면 식 이 된다 여기서(6) .   로서 비투자율

이다(relativ permeability) .

   




 


장력 센서 내에 케이블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각각 유도되는

전압을 측정하여 식 에 대입하면 비투자율(6)     을
구할 수 있다.

자동 데이터 취득 및 처리장치구성과 시험3.

각종 신호의 측정과 처리장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전류공급 전원Power Source : BP4610 :

자기장 측정용Shunt : 50 mV/5A

장력센서 출력 차 코일 전압: 2

데이터 취득 : NI M6251 16bit DAQ Board

사의 사용Software : NI LabVIEW 8.5

로 구성되었고 기본 측정 플로우 차트는 와 같다Fig. 4 .

Fig. 4 Flowchart of Data Acquisition
처음 시스템을 가동하면 먼저 인장시험기를 기계적 영점 위치

에 놓고 센서출력과 전류출력을 자동으로 영점조정을 하고 파워

소스에 의해 바이어스 자기장을 교류 자기장을36.02 kA/m,

로 가하고 장력을 까지0.7205sin(wt) kA/m 0.0 ~ 0.9 MN 0.1

간격으로 자동으로 장력을 가하며 마다 로직신호를MN 0.1 MN

발생하여 초간의 데이터를 평균하여 저장하고 이때의 온도와1

시간등을 기록한다.

회 측정이 완료되고 측정을 반복하려면 장력을 다시 처음부1

터 가하면 자동측정이 반복된다.

데이터의 취득과 저장은 로 데이터를 입력받아 장력센50 kS/s

서 출력 신호는 저역통과 필터와 변환을 수행하고 샨트에서RMS

받은 전류신호는 게인을 배로 하여 와 로 분류하고 이를100 AC DC

바이어스 자기장과 교류자기장으로 변환하였다 이러한RMS .

측정방법으로 구성된 자동 측정장치의 표기화면은 와Fig. 5

같고 측정된 데이터는 파일로 저장하였다.

Fig. 5 Operation Displyt for Automatic Measuring
상기와 같이 시스템을 구성하고 장력센서의 특성을 시험한

결과 과 같다Fig.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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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ension characteristics grapht for Automatic
Measuring

결론4.

상기와 같이 시스템을 구성하고 장력센서의 특성을 시험함으

로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자동 영점조정 및 드리프트 관리로 초기 데이터 안정화1.

유지

동일한 조건으로 데이터를 취득함으로 데이터에 대한 정밀2.

도 향상

데이터 관리의 용이3.

등을 통하여 장력 특성시험의 정확성 신뢰성 및 편리성을,

향상시켜 정밀한 장력측정을 달성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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