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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호 설 명

Mh = hinge moment acting on hinge ax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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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 = moment acting on strain gauge

G.F. = gauge factor

Eo = output signal voltage

Ein = input voltage into Wheatstone bridge

h = height of flexure section at strain gauge position

b = width of flexure section at strain gauge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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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a method using single Wheatstone bridge flexure has been presented to measure hinge moment 

acting on control surfaces of wind tunnel models. The structural simplicity of the flexure reduces difficulty 

regarding gauging and wire-routing, and also makes it feasible to install flexures even inside thin wings. Some 

flexures were designed and fabricated under typical aerodynamic loads in wind tunnel test, and the strains on the 

flexure according to applied loads were compared with the result of the analysis by finite element method. The 

relation between applied loads and output signals showed good linearity, and the standard deviation on the residual 

errors from linear equation obtained by least square method was within 1.0 % of the maximum design moments. 

In addition, the FEM analysis on the thickness of load-connecting part of the flexure showed that the sensitivity 

was improved as the thickness became thin as much as desired to avoid buckling.

Key Words : Hinge Moment Measurement(힌지모멘트측정), Wind Tunnel Test(풍동시험), Strain Gauge Flexure(스트레

인 게이지 플렉셔), Control Surface(조종면), FEM(유한요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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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thickness of load-connecting part on flexure

σ = stress

E = Young’s modulus

ε = strain

1. 서 론

  비행체는 날개에 장착된 구동기나 센서 등의 장치

를 활용하여 조종면의 각도를 변화시켜 자세를 제어

한다.

  조종면 구동장치의 조종성능과 선정에 가장 큰 영

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는 조종면에 작용하는 힌지

모멘트이다. 조종면을 작동시키는데 필요한 힌지모멘

트가 클수록 구동장치의 크기가 증가하고, 구동장치 

설치공간, 무게 증가에 따른 공력성능의 저하 등의 문

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비행체의 활공 및 기동 시에 

조종면에 작용하는 힌지모멘트의 크기를 정확히 예측

하고 검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최근 박 등[1]은 실제 비행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힌

지모멘트를 시험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으

나 이는 시제품이 있는 개발단계에서만 활용이 가능

하고, 수치해석적 예측 역시, 경계층 박리와 같은 비

선형 효과에 기인한 해석의 어려움으로[2], 힌지모멘트 

예측은 주로 풍동시험을 통하여 이루어져 왔다. 그러

나, 풍동시설의 제한된 시험부 크기로 인하여 축소모

형을 이용한 시험에서는 일반적인 6성분 밸런스를 사

용하는 측정방법이 비용과 설치문제로 제한을 받게 

되고 스트레인게이지 부착형 플렉셔(flexure)의 사용 

또한, 게이징(gauging) 및 다수의 전기 신호선들과 관

련한 와이어-라우팅(wire-routing)의 어려움이 따르므로, 

설치와 적용이 간편한 측정방법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작은 두께로 제작이 가능한 구조적 

형태와 단일 휘트스톤 브리지만으로 구성되는 비교적 

단순한 측정 플렉셔를 이용하여 축소모형의 풍동시험

에서 힌지모멘트를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2. 날개 조종면의 힌지모멘트 측정원리

  기존에 힌지모멘트 측정 풍동시험에서 주로 사용되

어온 방법은 Fig. 1에서 보인 바와 같이, 스트레인 게

이지를 부착한 측정 플렉셔를 날개의 내부에 외팔보

의 형태로 장착하고, 그 반대쪽 끝단에 조종면을 부착

하는 방식이다.

  조종면에 작용하는 공력하중(aerodynamic load)은 조

종면과 조립되어 날개 고정부에 외팔보의 형태로 결

합된 측정 플렉셔로 전달되고, 플렉셔 상의 일정 거리

를 두고 위치한 2개의 휘트스톤 브리지를 통하여 계

측 가능하다.

Fig. 1. Moment diagram on the flexure and section 

view of conventional hinge moment 

measurement model

  Fig. 1의 모멘트 선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각각의 

휘트스톤 브리지에서 측정된 모멘트는 두 브리지 간

의 거리와 이들의 상관관계에 의해 조종면에 작용하

는 힘(F)과 작용점의 위치 계산에 사용된다. 이와 같

은 방식에서는 주 관심사인 힌지모멘트의 크기뿐만 

아니라, 등가합력 및 작용위치까지도 파악할 수 있지

만, 실제의 많은 경우에서는 조종면의 힌지축에 작용

하는 모멘트의 크기 파악만으로도 충분하며, 측정 플

렉셔 당 2개의 휘트스톤 브리지 회로가 요구되는 점

은 측정하고자 하는 조종면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게

이징과 다수의 브리지 와이어를 계측장비로 연결해야

하는 와이어-라우팅을 용이하지 않게 한다. 또한, 구

조상 스팬방향으로 긴 조종면이 중앙에 위치한 좁은 

플렉셔에만 부착되어 있으므로, 조종면 위의 등가합력

이 작용하는 스팬방향의 위치에 따라 플렉셔에 비틀

림(torsion)을 유발하고 이에 기인한 비선형 간섭효과

가 나타나는 단점이 있다. 이에 비해 단일 휘트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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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지를 갖는 플렉셔는 플렉셔 상에 형성된 관통구

를 힌지축으로 날개고정부에 구속함으로써 비틀림을 

방지할 수 있으며, 측정에 요구되는 휘트스톤 브리지 

회로의 수가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3. 단일 휘트스톤 브리지를 갖는 힌지모멘트 측정 

플렉셔

3.1 힌지모멘트 측정 개념

  Fig. 2의 단일 휘트스톤 브리지 회로 플렉셔가 장착

된 시험모형 날개부의 단면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조

종면은 플렉셔와 연결될 뿐만 아니라, 날개의 고정부 

상의 힌지축에 의해 구속된다.

  Fig. 2. Section view of the wing model using the 

flexure with single Wheatstone bridge

  플렉셔 상의 하중 작용구조와 모멘트 선도를 나타

낸 Fig. 3으로부터 조종면에 작용하는 힘(F)은 조종면

의 힌지축에 대하여 모멘트인 Mh로 작용하고, 이 모

멘트는 힌지축으로부터 알려진 거리(L2) 상에 위치한 

점 B에 작용하는 힘과 평형을 이룬다.

  점 B에 작용하는 힘은 점 B로부터 거리(L1)에 위치

한 스트레인 게이지에 의하여 점 A에 작용하는 굽힘

모멘트(Mg)로 측정된다. 이들의 관계는 식 (1)과 같이 

표현된다.

 ∙ ∙ ∙
   (1)

따라서, 점 A에서의 작용 모멘트를 측정하고, 거리 

L1, L2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힌지축 C에 작용하는 모

멘트(Mh)를 구할 수 있게 된다.

  측정하고자 하는 힌지모멘트(Mh)의 예상 최대치를 

고려하여, 길이비 를 작게 함으로써 조종면 상

에 작용하는 모멘트가 작더라도, 게이지 상에서는 크

게 증폭된 상태의 모멘트(Mg)를 측정할 수 있으며, 이

와 같은 방식으로 동일한 작용 하중에 대해서도, 센서

의 출력신호가 크게 나타나도록 민감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Fig. 3. Moment diagram and schematic of load acting 

on the flexure with single Wheatstone bridge

3.2 플렉셔 하중전달부(load-connecting part)의 두

께(t)의 설계조건

  Fig. 3의 점 B의 위치에서는 힘은 전달하되, 모멘트

는 작용하지 않는 단순 지지부로 설계되어야 한다. 그

러나, 날개 내부의 협소한 공간에 장착해야 하는 공간

적 제약조건으로 인하여 플렉셔 내에 소형 피벗(pivot)

구조를 구현하기에는 난점이 있으므로, 최대 하중조건 

하에서 좌굴(buckling)이 발생하지 않는 최소 두께의 

박막으로 설계한다.

  좌굴이 발생하지 않는 박막의 최소두께는 양단이 

고정된 경우에 대한 오일러 좌굴 방정식 식 (2)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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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구할 수 있다.

 



 (2)

여기서, l은 박막의 높이, I는 박막의 단면2차모멘트를 

나타낸다.

  박막의 두께가 모멘트의 전달을 억제할 정도로 충

분히 얇지 않은 경우, 모멘트의 작용구조는 Fig. 4와 

같다. 이와 같은 경우 시험 중 작용하는 모멘트가 플

렉셔 상에 작용하는 최대 모멘트가 되며, 민감도 증가

를 위한 모멘트의 증폭은 가능하지 않다. 또한 모멘트 

선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트레인 게이지의 부착위

치에 따라, 작용모멘트의 크기가 ‘0’이 되는 곳도 존

재하게 되므로 측정용 플렉셔로 사용하기에는 적절치 

않게 된다.

  Fig. 4. Moment diagram in the case of the flexure 

without load connecting part

4. 단일 휘트스톤 브리지 플렉셔 설계/제작

  이론해석과의 검증을 위해 단일 휘트스톤 게이지 플

렉셔를 설계 및 제작하고 게이징하였다.

  일반적인 스트레인 게이지 부착면에서 허용되는 변

형률의 한계는 2,000 μm/m이나, 시험 중 측정기구가 

받게 되는 축력, 비틀림, 횡력 등 모든 하중 성분에 

의해 발생되는 기계적인 변형률들을 고려하여 측정하

고자 하는 하중 성분의 최대 하중조건에서 변형률을 

500~1,000 μm/m로 설계하는 것이 타당하다[3].

  n 개의 스트레인 게이지를 갖는 브리지 출력전압은 

입력전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3].

 ∙
 ∙∙ (3)

  식 (3)로부터 게이지계수 2.0의 스트레인 게이지 4개

로 구성되는 휘트스톤 브리지는 1 V의 단위 입력전압

에 대하여 변형률이 1,000 μm/m 일 때, 2 mV(millivolt)

의 출력값을 나타내게 된다.

  각 스트레인 게이지 브리지에 작용하는 굽힘모멘트

에 의한 응력 σ는 폭 h, 높이 b인 사각단면에 대하여, 

식 (4)의 관계가 있다.

 
∙
∙

 ∙ (4)

  조종면의 힌지모멘트는 시험속도, 받음각, 조종면의 

크기 및 각도 등의 조건에 따라 다양한 값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활공하는 소형 비행체의 힌지모멘트 

측정과 관련한 박 등[1]과 이 등[4]의 연구와 통상적인 

축소모형의 조종면 면적과 평균시위 및 시험속도를 

고려하여, Table 1과 같이 2 종류의 최대 힌지모멘트 

조건을 가정하였으며, 각각 Type A와 Type B로 구분

하였다.

Table 1. Estimation of the maximum hinge moments 

for control surfaces of model

Type A Type B

Maximum hinge moment(Nm) 0.099636 0.049818

  예상되는 최대힌지모멘트 조건하에서 게이지 상에 

작용하는 응력에 의한 변형률이 500~1,000 μm/m 이내

에 유지되도록, 식 (3)과 식 (4)를 이용하여 게이지 부

착단면의 폭과 높이를 결정하였다.

  주요 설계 치수를 Table 2에 정리하였다.

  플렉셔의 재료는 기본적으로 하중에 대한 변형률이 

선형적이고 반복 하중 후의 무부하에서 원점으로 복

귀되어야 한다[5]. 또한, 탄성한도가 크고 탄성계수가 

작은 재료가 요구되므로 선형 탄성재료인 SUS630을 

플렉셔 제작용 가공소재로 선정하였다. 재료의 물성치

는 Table 3과 같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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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mensions of flexures

Type A Type B

Maximum strain(μm/m) 751.2 912.7

Maximum output signal(mV/V) 1.50 1.83

Gauge section height, h(mm) 0.9 0.5

Gauge section width, b(mm) 10 10

Load connecting part(L.C.P.) 
thickness, t(mm)

0.2 0.2

Length between L.C.P and 
gauge section, L1(mm)

20 15

Length between L.C.P. and 
hinge axis, L2(mm)

10 10

Table 3. Material properties of SUS630

Properties(unit) Value

Young’s Modulus(GPa) 196

Poisson’s ratio 0.272

Density(kg/m3) 7750

Tensile strength(GPa) 1105

5. 유한요소해석 및 플렉셔 계측결과분석

  단일 휘트스톤 브리지 플렉셔(Type A)와 기존 2개의 

휘트스톤 브리지 플렉셔(Fig. 5참조)에 대하여 ANSYSⓇ 
[7]를 이용한 유한요소해석을 실시하였다.

  Fig. 5. Dimension of a conventional 2 Wheatstone 

bridge flexure

  주어진 모멘트 조건 하에서 계산된 게이지 부착위치

에서의 변형률들을 각각 Fig. 6에 그래프로 나타내었

으며, 모멘트와 변형률 사이의 관계를 선형 일차식으

로 함께 표시하였다. 실제 시험에서는 이들의 선형관

계를 이용하여 측정된 전기신호로부터 작용모멘트를 

계산하게 된다.

  기존 측정방법과의 비교검증을 위하여, Table 1의 

Type A와 Fig. 5의 기존 플렉셔를 대상으로 다수의 힌

지모멘트 조건들에 대한 게이지 부착위치에서의 변형

률을 계산하였다. 계산된 변형률과 각 게이지의 특성

인 선형관계식(Fig. 6참조)을 이용하여 각 게이지에서

의 모멘트로 환산하였으며, 앞서 설명한 각 플렉셔의 

작동원리(Fig. 1과 Fig. 3)를 활용하여 힌지축에 작용하

는 힌지모멘트로 환산하였다. 변형률 계산의 기준값인 

모멘트에 대하여 각 브리지의 모멘트로부터 환산되어 

구해진 힌지모멘트의 오차를 플렉셔 설계 최대모멘트

의 백분율로 Fig. 7에 나타내었다.

   Fig. 6. FEM result of strains on moments at the 

gauge positions on flexures

Fig. 7. Residual errors of the moments evaluated from 

the linear equation of each flexure using 

strains by F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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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7의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가지 방법 

모두 ±0.7 % 이내의 작은 오차를 보였으며, 이로써 

단일 휘트스톤 브리지 플렉셔 측정방법을 통하여 힌

지모멘트 측정이 정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단일 휘트스톤 브리지 플렉셔의 오차는 

±0.1 % 이내로 기존 방법에 비해서도 더 작은 수준의 

오차를 나타냈다. 이는 기존 방법에서는 2개의 브리지

로부터 얻어진 모멘트 값이 힌지모멘트 계산에 관여

하므로 각 브리지의 모멘트 환산 오차가 합성된 결과

로 나타날 수 있다.

  유한요소해석을 통하여 얻어진 결과를 실제로 구현

하고 이들 결과를 비교검증하기 위해 Table 3에 정의

된 2가지 형태의 플렉셔를 제작하고 게이징하였다. 플

렉셔의 기계가공오차나 게이징에 따른 영향도 살펴볼 

수 있도록 Type B는 동일한 크기와 외형으로 3개를 

제작하였으며, 각각 Type B-1, -2, -3로 구분하였다.

  제작된 플렉셔에 대하여 다양한 조건의 모멘트를 

인가하고 이때 출력되는 전기신호를 계측하였다.

  Fig. 8과 Fig. 9는 플렉셔에 하중을 인가한 후 계측

한 결과와 유한요소 해석결과를 함께 보여준다.

     Fig. 8. Comparison between FEM result and 

measurement on Type A flexure

     Fig. 9. Comparison between FEM result and 

measurement on Type B flexures

  유한요소해석에서는 먼저 스트레인 게이지 부착부

위의 변형률을 계산하고, 식 (2)의 관계로부터 출력신

호로 환산하여 표현하였다.

  그래프의 가로축은 하중 인가에 따라 조종면의 힌

지축에 작용하는 모멘트를, 세로축은 작용모멘트에 대

한 출력신호를 나타낸다.

  각각의 그래프에서 계측된 출력신호와 작용모멘트

의 관계는 좋은 선형성을 나타내고 있다.

  유한요소 해석결과와의 비교에서 계측데이터들이 공

통적으로 낮은 기울기를 보이고 있어, 작용모멘트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신호 출력값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스트레인 게이지 부착위치 

오차와 조종면 힌지축에서의 마찰력, 그리고 플렉셔 

하중전달부의 두께 영향 등에 기인한다.

  계측데이터를 비롯한 유한요소 해석 결과는 공통적

으로 설계 이론치에 비하여 작은 변형률을 보였다. 이

는 Fig. 3의 플렉셔 구조상 점 B에서의 단순지지부 역

할을 하고 있는 하중전달부의 박막이 충분히 유연하

지 않은 점에서 비롯된 결과로, 박막의 두께를 줄여감

에 따라 게이지 부착위치에서의 변형률이 점차 설계 

이론치에 근접함을 Fig. 10의 박막 두께에 따른 게이

지 부착위치에서의 변형률 해석결과 그래프로부터 볼 

수 있다. 이로부터 박막의 두께는 설계 최대모멘트 조

건에서 좌굴이 발생하지 않는 최소 두께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 수 있다.

Fig. 10. Strain estimation according to the thickness 

variation of load connecting part of the 

flexure

  작용모멘트에 대한 출력신호의 계측데이터로부터 최

소자승법으로 선형관계식을 구한 후 이로부터 계산된 

값과 계측데이터와의 차이인 잔차(residual error)를 구

하고, 잔차의 산포 정도를 나타내는 표준편차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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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각 플렉셔에 대한 계측데이터의 잔차는 Table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설계 최대모멘트에 대하여 1 % 미

만의 표준편차를 나타내었다.

   Table 4. Standard deviation of residual error on 

measurement data for each flexure

Type
A

Type 
B-1

Type 
B-2

Type 
B-3

Standard
deviation(%)

0.959 0.689 0.797 0.759

6. 결 론

  얇은 날개를 갖는 모형의 조종면 힌지모멘트 측정을 

위하여 단일 휘트스톤 브리지를 갖는 플렉셔를 이용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소형 활공비행체의 풍동시험 하중조건 하에서 단일 

휘트스톤 브리지 플렉셔와 기존 2개의 휘트스톤 브리

지 플렉셔에 대한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으며, 단일 

휘트스톤 브리지 플렉셔를 이용한 측정방법이 2개의 

휘트스톤 브리지 플렉셔보다 힌지모멘트를 더 정확히 

측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유한요소 해석결

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설계 최대모멘트가 다른 2가지 

종류의 플렉셔를 제작하고, 이들에 대한 작용모멘트 

대 출력신호를 계측하였다. 계측된 결과는 유한요소 

해석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플렉셔의 하중전달부 두께 변화에 따른 스트레인 

게이지 변형률 해석 결과는 좌굴이 발생하지 않는 수

준의 최소 두께가 민감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다.

  플렉셔의 계측결과로부터 작용모멘트에 대한 출력

신호는 우수한 선형성을 나타내었으며, 설계하중 범위 

내의 다양한 하중 조건에서 계측된 데이터의 표준편

차 분석을 통하여 제시한 방법으로 정밀한 힌지모멘

트 계측이 가능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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