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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이 논문은 타이어 변형량을 측정하는 변형량 센서의
시제품을 modeling하여 COMSOL Multiphysics FEM 해석 프로
그램을 통해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것을 다룬 것이다. 센서의 구
조 중에 센서의 성능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구조를 변수로 잡아
각 변수에 따른 센서의 capacitance의 linearity와 sensitivity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했다. 도출한 값을 토대로 센서 구조에
대한 최적의 범위를 구하고 센서의 시제품의 구조 변수의 값이
이 범위 내에 있는 것을 보여 시제품의 성능에 대한 검증했다.

1. 서    론

I-Tire(Intelligent Tire) 센서는 변형량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
된 센서로, 타이어에 부착해 타이어의 변형량 정도를 capacitance
값을 통해 측정한다. 이렇게 측정된 값을 무선으로 받는다면 운
전자가 실시간으로 타이어의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것이 가능하
다. 이러한 용도로 쓰일 센서에 대한 프로토 타입 형식의 시제품
이 만들어졌으나 이 시제품에 대한 검증작업이 수행되지 않았다.
이 논문에서는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 시제품에 대한
성능을 검증하였고 또한 시제품의 주요 구성 부분에 대한 변수
를 설정해 시제품의 구조 변수에 대한 최적의 범위를 도출해내
는 작업을 진행했다.

2. 본    론

  2.1 Setup for Simulation

  2.1.1 모델링
프로토타입으로 제작된 시제품의 사이즈에 맞춰 3D 모델링을 진행했
다. 모델링을 진행한 후, 각 부품에 대한 물성치를 시제품의 재료와 동
일하게 적용했다.

<그림 1> 타이어 변형량 센서 형상 및 재질(좌)
FEM 시뮬레이션 내의 3D 모델링 형상

<그림 2> 타이어 변형량 센서의 전극 구조

<그림 3> 타이어 변형량 센서의 재료 물성치

  2.1.2 경계조건

<그림 4> 타이어 변형량 센서 경계조건

타이어 변형량 센서에 대한 시뮬레이션의 경계조건은 위의 그림과 같
다. 타이어에 발생하는 변형량을 고려해주기 위해서 양쪽으로 변형량
(strain)을 설정했다. 설정한 strain의 범위는 –8%에서 8%의 범위로 설
정했다. 밑면의 경우 완전히 타이어에 부착된다고 가정해 고정시키는 조
건을 설정했다. 타이어 내부에 부착되면서 내부 부품에 의해 센서가 부
과되는 하중을 고려하기 위해 Initial compression으로 8.17kPa을 설정했
다.

  2.1.2 해석변수

<그림 5> 해석 변수와 해석 변수의 설정 범위

해석 변수 설정의 경우 위의 그림 5와 같이 센서의 중요한 세 부분에
서 각각 두 가지 방식으로 변수를 잡아 총 6개의 변수를 설정했다. 해석
변수 중 하나를 나머지 변수를 고정한 상태로 범위 내에서 바꾸면서 해
석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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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Result

2.2.1 Dieletric rubber Curve

<그림 6> Dieletric rubber curve의 length(위)와 depth(아래)에 
따른 sensitivity와 Linearity

그림 6을 보면 알 수 있듯이, dieletric rubber curve length의 크기와
센서의 sensitivity는 반비례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length가 linearity
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dieletric rubber curve depth의 경우에는 sensitivity는 큰 경향성을 보
이지는 않지만 depth의 크기가 0.25 mm 일 때 가장 큰 sensitivity를 보
임을 알 수 있다. linearity의 경우, depth가 미치는 영향이 작음을 확인
할 수 있다.

2.2.2 Electrode

<그림 7> Electrode의 width(위)와 gap(아래)에 따른 
sensitivity와 Linearity

그림 7을 보면 알 수 있듯이, electrode width의 크기와 sensitivity의
경향성이 눈에 띄지는 않지만 width가 0.4 mm일 때 sensitivity가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linearity의 경우에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
electrode gap의 경우, 크기와 sensitivity의 경향성은 보이지 않지만
0.2 mm일 때 가장 큰 sensitivity 값을 가짐을 확인했다. linearity는 gap
의 크기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2.2.3 Metal bridge plate
그림 8을 보면 알 수 있듯이, bridge의 각도가 15도일 때 가장 높은
sensitivity를 가지고 다시 감소한다. linearity의 경우, 각도에 따라 큰
변화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metal bridge plate의 두께의 경우, 그 크기에 따라 sensitivity나
linearity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림 8> Metal bridge plate의 angle(위)와 thickness(아래)에 
따른 sensitivity와 Linearity

3. 결    론

여러 해석 변수에 대해 크기에 따른 sensitivity와 linearity를 구했는
데, 센서의 성능은 sensitivity가 결정하기 때문에 sensitivity를 기준으로
해석 변수의 최적의 범위를 도출했다. 이를 실제 시제품의 값과 비교했
다.

<그림 8> 시뮬레이션을 통한 각 해석 변수의 최적 범위와 시제품의 
크기 비교

위의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토대로 정한 최
적 범위에 시제품의 실제 크기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는 시뮬레이션
을 통해 시제품의 성능을 검증됐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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