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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변조 방식 소형 5자유도 힘센서
5-D.O.F. force sensor using optical mod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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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힘 계측은 기계부품의 가공, 이송, 용접 및 조립 

작업 등 산업용 로봇에서 햅틱(Hapic), 교육용 

시뮬레이터, 미세 힘 측정 등 다양한 목적을 갖는 

분야들로 적용이 확장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힘 

측정 기술 또한 고정밀화, 다 자유도화, 고급화, 

고기능화, 고성능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의 로봇 손가락 또는 산업용 내시경에의 적용

으로부터 최소침습술 (minimally invasive sur-

gery, MIS), 도뇨관삽입술(catheterization), 

MRI 내의 환자 반응성 측정 과 같은 의료분야에 

까지 소형의 다자유도 힘 센서의 적용이 요구되고 

있다.1,2

본 논문에서는, 소형성과 다자유도 힘 측정의 

요구에 대응하기위해 기존 힘계측에 널리 적용되

는 strain gauge를 이용한 변환방식 대신 광섬유를 

이용한 광변조 변환방식을 통한 소형 다자유도 

센서의 구조 설계안들을 제시하고 그 중 하나의 

모델에 대한 개발을 수행 하였다.

2. 구조설계

소형화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설계된 구조를 

Fig. 1에 보인다. (a)의 검지부설계의 경우 정밀도

를 위해 5자유도 입력힘에 대해 반응하는 변형부를 

각 힘에 반응하도록 구조적으로 독립시켰고, 소형

화를 위해 각각 구면반사체와 평면반사체를 이용

하는 다자유도 변위 검지모듈을 새롭게 고안하였

다. (b)의 구조의 경우 평면 반사체위에 위치한 

3쌍의 발광 및 수광섬유를 통해 평면의 3자유도 

위치 변환부를 2단으로 설계하여 5자유도 힘 검지

를 한다. (c)의 경우 정밀도를 위해 독립설계된 

6자유도 변형부와 6자유도 변위를 변환하기위해 

피라미드 반사체 위에 90°간격으로 배치된 4개의 

발광섬유와 각각의 발광섬유 양옆에 배치된 총 

8개의 수광섬유를 통한 8개의 신호를 이용하여 

6자유도 힘 검지가 가능하다.

(a) 1
st
 model

(b) 2
nd
 model

© 3rd model

Fig. 1. Concept structures of the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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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 Fy Fz Mx My

Range ±4 
N

±4 
N

±4 
N

±150 
N·mm

±150 
N·mm

Resoluti
on

2.6 
mN

1.0 
mN

7.1 
mN

0.023 
N·mm

0.037 
N·mm

Linearity 0.99 0.99 0.98 0.99 0.99

3. 개발 및 평가

(a) 구조모델에 대하여 직경 20 mm의 센서가 

개발되었다. 앞서 서술한바와 같이 소형화를 위해 

구면반사체 위에 1개의 발광섬유와 이를 둘러싸여 

배치된 9개의 수광 섬유를 통해 구의 병진 이동량을 

변환시키고, 1개의 발광섬유와 1개의 수광 섬유로 

이루어진 변위검지모듈 3쌍의 조합으로 평면반사

체의 z축 병진 이동량과 x축,y축 회전 이동량을 

변환시키는 모듈을 각각 제작하여 조합하였다. 

구조와 원리를 Fig. 2 에 나타낸다.

Fig. 3 에 보이는 지그를 이용한 보정실험을 

수행하였고, 추가적인 입출력 성능 평가 실험을 

수행한 결과를 Fig. 4에 보이고 Table 1에 정리하

여 나타낸다. 복원력은 입력힘에 대하여 강한 선형

성을 나타내고 있고, 소형 다자유도임에도 불구하

고 좋은 선형성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Fig. 2. Structure and working principle of the 

developed sensor

Fig. 3. Experimental setup for evaluation of 

the developed sensor

(a) force inputs

(b) moment inputs

Fig. 4. Estimated force results

Table 1 Comparison of measured roughness data

4. 결론

소형의 다자유도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4가지 

구조모델이 제안되었다. 그중 정밀성의 장점을 

지닌 모델이 선정되어 5자유도 힘 센서가 성공적으

로 개발되었다. 향후 추가적인 모델의 설계와 설계

된 모델들에 대한 개발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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