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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the analysis of natural vibration characteristics of an accelerometer 
used in power plant. The malfunction of the accelerometer in high-temperature environment may 
produce erroneous sensor signal and the erroneous signal may cause unpredicted accidents in power 
plants. Hence, the accelerometer which endures high temperature needs to be developed. In this 
study, the natural vibration characteristics of the accelerometer were investigated prior to the 
development of the high-temperature accelerometer. The main mechanical part of the accelerometer 
is a spiral spring. In this study, the dynamic characteristics of the spiral spring were investigated 
first by using a commercial finite element code. Numerical results show that the thickness of the 
spiral spring affects the dynamic characteristics. Numerical investigation on the effect of 
temperature on the performance of the accelerometer will follow. 

 

1. 서

 론 

발전 설비에 사용되는 진동센서는 전기를 생산하

는 주요 시설물인 발전소를 보안ᆞ안전 등을 목적

으로 모니터링 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발전

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는 그 어떤 사고보다도 

규모가 크고 사회적ᆞ경제적 손실이 크다. 특히 

2011 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로는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발전 설비의 안전을 위해 사용되는 센서의 종류는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로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속도 센서는 기계의 오작동 및 과도한 진동으로 

인한 고장 등을 진단하여 엔지니어가 그 위험성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발전 설비의 환경은 매우 고온이기 때문에 이 가속

도 센서의 성능이 변질되어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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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 오류는 큰 

사고로까지 이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고온 환경

에서도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진동의 사용이 필요

하다. 그러나 국내에서 자체적인 기술로 개발된 고

온용 진동 센서는 아직 없다. 

본 연구에서는 고온 환경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

전 설비를 계측하는 데에 사용될 가속도 센서에 대

해 주요 부품의 구조 변경으로 인한 고유진동 특성 

변화를 ANSYS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조사하였다. 

온도가 변화하면서 가속도계를 구성하는 구조물의 

물성치도 변하기 때문에 다양한 온도 조건하에서의 

동적 특성 변화를 조사하였다. 해석 대상인 가속도

계의 주요 구성은 Fig.1 과 같다. 가속도계는 내부의 

영구자석과 이동자로서 코일이 감겨있는 실린더, 그

리고 이동자와 내부 구조물간의 스프링 역할을 하

는 스파이럴 스프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스파

이럴 스프링이 가속도계의 동적 특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품이다. 본 연구에서는 스파이럴 스

프링의 두께 변화에 따른 동특성 변화와 응력 분포

를 먼저 조사하였다.  

한국소음진동공학회 2014년 추계학술대회

922



   
 

 

 Fig. 1 Configuration of the sensor 

2. 스프링 구조에 따른 해석 

본 연구에서는 먼저 상온에서의 가속도계에 대한 

정적 해석을 수행하였다. 우선 스파이럴 스프링의 

구조에 따라 정적 변위가 달라질 것을 예측하기 위

해 스프링의 두께(Thickness)를 증가시켜 가면서 스

프링 상수의 변화를 계산하였다. 스프링의 두께는 

0.1mm 에서 0.2mm 까지 0.01mm 씩 증가시켰다. 정

적 변위 변화는 Fig. 2 와 같다. 여기서 스프링의 두

께가 두꺼워질수록 변위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

으며, 이는 스프링의 강성(Stiffness)이 스프링의 두

께가 두꺼워질수록 증가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Fig. 2 Static deflection versus spiral spring thickness 

 
Fig. 3는 스프링의 두께가 0.1mm일 때에 스프링이 

받는 응력(Stress)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응력이 
최소한으로 작용하는 부분은 청색으로 나타나고, 응

력을 최대로 받는 부분은 붉은 색을 띤다.  Fig. 3에
서는 두 개의 동심원이 연결된 연결부(Bridge)가 시

작되는 안쪽 부분이 응력을 최대로 받아 피로 파손

의 위험이 가장 클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3 Stress distribution of the spiral spring 
 
Fig. 2의 각각의 변위들로부터 F = k · x의	식을	통

해서	 스프링	 두께	 별	 강성	 k를	 구하였고, 고유 진동

수 ω는 이렇게 구한	 스프링	 강성	 k를	 다음	 식에	 적
용하여	 계산하였다.	 고유	 진동수에	 대한	 결과는	 두

께의	 변화에	 따라서	 Fig. 4에 나타내었다. 


k

m
  (1) 

 

 

Fig. 4 Natural frequency versus spiral spring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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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로부터 스프링의 구조 변화를 통해 고유진동

수를 바꿀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두께를 증가

시키면 강성이 커져 고유 진동수가 증가한다는 것

을 입증하였다.  

Fig. 4의 그래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0.1mm 
두께의 스프링의 고유진동 특성을 알아보았다. Fig. 5
에서 (a)는 두께가 0.1mm인 스파이럴 스프링의 첫 
번째 고유진동 모드를 나타내며, 그 고유진동수는 
2.7Hz로 수치 계산 값과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b)
는 고유진동수가 70Hz인 두 번째 고유진동 모드를 
보여준다. Fig. 5에 나타낸 색상 분포는 변위 차를 나

타낸다. 

 

 

(a) First natural mode of spiral spring 

 

(b) Second natural mode of spiral spring 

 

Fig. 5 Natural modes of spiral spring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발전 설비용 고온 가속도 센서의 

동특성과 스파이럴 스프링의 구조에 따른 물성치 

변화를 ANSYS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조사하였다. 

먼저 상온 조건에서의 스파이럴 스프링의 두께 변

화에 따른 강성 변화와 응력분포를 조사하여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스파이럴 스프링의 두께 변화로 인한 가속도계의

기본 진동수는 선형적으로 비례하여 증가한다. 따라

서 가속도계를 설계함에 있어 두께 변화를 통해 가

속도계의 고유진동수를 조절할 수 있다. 

스파이럴 스프링의 정적상태의 응력분포 계산 결

과를 통해 외부 연결부의 강성을 증가시켜야 함을 

확인하였다.  

향후 스파이럴 스프링에 대한 개선안과 고온 조건

에서의 동특성 변화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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