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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진동가속도를 감지하는 힘평형 서보 가속도계의 성능특성을 결정하는 질량지지 장치를 4개의 팔로 구성된 형 

태로 설계하고 응답특성을 조사하였다. 스프링의 길이, 폭, 두께에 따른 질량지지 장치의 응답특성을 유한요소법 

을 이용하여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힘평형 서보 가속도계의 감도, 사용주파수 범위 및 동적 범위를 예측하였 

다. 그리고 레이저 간섭계를 이용하여 힘평형 서보 가속도계의 각각의 진동 주파수 및 가속도의 크기에 따른 간 

섭무늬 수의 변화와 이때의 응답전압값을 이용하여 가속도계의 웅답특성을 측정하였으며, 수치해석을 통해 얻은 

결과와 비교 분석하였다.

1. 서론

힘평형 서보 가속도계 (forse-balance servo accelero 

-meter)는 주로 저주파 대역의 진동 가속도 측정에 사 

용되며 closed-loop feedback 측정시스템으로 다른 타입 

의 변환기들에 비해 높은 정밀도와 동적 성능, 안정도 

및 재현성 등 제반 성능특성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른 타입의 가속도계와는 달리 힘평형 서보 가속도계 

에서는 관성질량은 전기적으로 구동되는 기계적인 스프 

링에 의해 한정된 범위 안에서만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 

다.

자동차, 철도차량, 선박 및 항공 • 우주산업 둥 0.1 ~ 

100 Hz 범위의 저주파 진동의 정밀측정 및 평가가 요구 

되는 분야는 대단히 많으며, 안정성 진단을 위한 대형 

구조물, 교량 둥의 동적 거동 상시 monitoring 시스템의 

개발이나 정밀한 저주파 진동제어가 필요한 반도체 제 

조설비나 정밀 가공기계의 능동 진동제어 둥 여러 분야 

에서 꾸준한 수요 증가가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 

른 변환기들에 비해 정밀도, 동적 성능, 안정도 및 재현 

성 등이 우수한 힘평형 서보 가속도계의 개발이 필요하 

며 이의 성능특성 평가기술도 개발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힘평형 서보 가속도계의 성능특성을 결 

정하는 질량지지 장치를 4개의 팔로 구성된 형태로 설 

계하고,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스프링의 길이, 폭, 두께 

그리고 인가질량을 변화시키면서 36개의 서로 다른 질 

량지지장치를 수치 해석하였다. 그리고 레이저 간섭계를 

이용하여 제작된 힘평형 서보 가속도계의 각각의 진동 

주파수와 가속도계의 응답특성을 측정하였으며 수치해 

석을 통해 얻은 결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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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이다.

그림 1. 가속도계의 단순모델

힘평형 서보 가속도계에서 입력가속도에 비례하는 변 

위를 주는 질량지지 장치는 그림1에서 보는 것처럼 관 

성질량-스프링계로 모델링 할 수 있다. 관성질량 스프링 

계에서 베이스의 변위를 u, 베이스와 관성질량 사이의 

상대변위를 6라고 하면 공간상의 어떤 고정된 기준점에 

대한 관성질량의 상대변위는 (5+切로 주어지므로 관 

성질량 m 올 가속시키는 힘은 一湖2(5+")/脳 으로 

스프링과 댐퍼(Damper)에 의하여 관성질량에 가해지는 

힘과 같다. 스프링의 강성을 & 댐퍼의 감쇠계수를 c로 

나타내면 스프링에 의하여 작용되는 힘은 -kS, 댐퍼에 

의하여 작용되는 힘은 -c쓰이므로 그림 1의 관성질 

량-스프링 계에 대한 운동 방정식은 다음과 같은 2차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된다.

m■辱 소 魄 — m■辱 ⑴

만일 가진 주파수가 정상상태의 진동 주파수라면 진폭 

品는 다음과 같다.

的耳

$0 = —H---- T7 5--------- 2 (2)
加粉 +(2능計)

여기서 공진 주파수 과 임계감쇠상수 는

Wn=ii ⑶

c°=2/诬 (4)

3. 유한요소해석과 실험방법

실험 실시 전에 미리 질량지지장치의 웅답특성을 예측 

하기 위하여 그림 2와 같은 유한요소모델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각각의 팔의 폭은 8mm로 하고 길이는 

13.25 mm로 하였다. 그리고 두께와 관성질량의 변화에 

따라 공진주파수와 1g의 가속도를 가한 상태에서의 진 

폭변화를 구하기 위하여 스프링의 두께는 0.3 mm, 0.4 

mm, 0.5mm로 하고 관성질량은 22.055 gram, 22.971 

gram, 23.049 gram으로 변화시켰다. 그림 3은 관성질량 

이 23.049 그램일 때 팔의 두께를 변화시킨 경우 가진 

주파수에 따른 관성질량의 변위 응답특성을 보여준다.

그림 2. 질량지지 장치의 유한요소모델

(
으E3

-
드
 Egqds6

Frequency (Hz)

그림 3. 스프링의 두께 변화에 따른 주파수응답특성

관성질량의 변위웅답값은 힘평형 서보 가속도계의 감 

도를 결정하며 공진주파수의 1/3지점까지의 평균변화량 

은 1.976, 0.856, 0.474 “m/g로 변하지만 이 1/3지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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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영역에서는 매우 평탄함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관 

성질량의 변위 웅답값은 팔의 두께에 세제곱에 반비례 

함을 알 수 있다. 그림 4는 팔의 두께가 0.5 mm일 떼 

관성질량을 변화시킨 경우 가진 주파수에 따른 관성질 

량의 변위 응답특성을 보여준다.

이 경우에 공진 주파수의 1/3지점까지의 평균 변화량 

은 0.431, 0.45, 0.452 “m/g로 응답특성의 변화에 큰 영 

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팔의 두께가 0.5 mm 

일 때 관성질량과 응답특성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12 

개 다른 질량을 적용하여 유한 요소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5는 관성질량의 변화에 따른 공진주파수 1/3 영역 

까지의 단위 가속도에서의 웅답값을 보여준다.

가속도 감지부인 질량지지 장치와 힘발생기가 일체가 

되도록 그림 6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원판의 중심에 질량 

과 힘 발생기가 위치하고 있으며 레이저 간섭계를 이용 

하여 질량지지 장치의 주파수 응답특성을 측정하고, 영 

구자석을 사용하여 형성된 균일한 자기장에서 동작하는 

힘 발생기의 응답 특성을 조사하였다.

(
으E
크
 
弟E
8
 쁨
 s5

w = fi mm, t 耳 0.5 mm 
—22.055 gnam

F ―•— M - 22.971 gram
—•— M ~ 23.049 gram

그림 6 . 관성질량-스프링계와 힘 발생기

一人
100 

Frequency (Hz)

그림 7은 레이저 간섭계를 이용한 관성질량-스프링 

계의 주파수 응답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장치의 구성도 

를 보여준다. 식(5)을 이용하여 진동진폭 g 를 측정할 수 

있으며 万 는 1초 동안 측정된 간섭무늬의 수, / 는 가 

진 주파수이다. 광원으로는 파장 人가 6.328X10-7m 인 

안정화된 He-Ne 레이저를 사용하였다.

그림4. 관성실량의 변화에 따른 주파수옹답특성 £------i X 1보
^-8 X / (5)

(
으

U
M

)  -
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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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应읍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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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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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Amplifier 'Sme GeeNatw 
3&K 2712 ' HP 33120A

그림 5. 관성질량변화에 따른 변위응답특성

그림 5에서도 볼 수 있듯이 관성질량의 변화에 따라 

변위웅답값은 비례적으로 중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관성질량을 변화시키는 것보다는 스프링의 두께를 

변화시키는 것이 힘평형 서보 가속도계의 응답특성에 

미치는 영향이 큼을 알 수 있다.

그림 7. 실험장치

보통 가속도계의 사용 주파수 영역은 근사적으로 공진 

주파수의 1/3 정도로 간주한다. 그러나 사용주파수를 높 

이기 위해 공진주파수를 중가시킬 경우 감도가 감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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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즉 용도에 맞게 측정감도와 주파수 범위를 조 

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4. 결론

유한요소해석올 통해 힘평형 서보 가속도계의 응답특 

성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힘평형 서보 가속도계의 특성을 결정하는 질량지지장 

치의 변위 응답값온 팔의 두께 세제곱에 반비례관계가 

있다.

2） 팔의 폭과 두께를 고정시키고 관성질량만 중가시킬 경 

우 질량지지장치의 변위응답값은 비례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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