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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지능형 로봇에 활용 가능한 소형, 고정밀급의 

회전 센서의 개발을 위하여, 다양한 역설계 및 특허

분석을 통해 Fig. 1에 보인바와 같은 소형 회전각 

센서 모델을 도출하였다. 

 

Fig. 1 Designed Rotational Sensor Mechanism

설계된 독자모델의 체계적이고 정량적인 해석

을 위해 Fig. 2와 같은 CAE 기반 해석 체계도를 

구성하였다. 본 구성은 주파수 영역 해석 뿐만 아니

라, 시간영역의 해석을 동시에 수행하여 해석의 

신뢰도를 높인다.
제안된 해석방법을 통해 신뢰성 해석을 한 결과, 

10e+06 Cycle 동안 외란을 가진한 경우에도 해석적

으로 시스템이 안정됨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본 논문

에서는 기존연구를 통해 획득된 최적설계결과를  

반영한 회전각 센서의 제작품에 대해 실제 환경과 

유사한 환경시험을 진행하여 설계의 타당성을 추

가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2. 환경시험 조건

설계된 독자모델의 올바른 성능을 얻기 위해서

는 기구메커니즘의 조립 정도는 Fig. 3에 나타낸 

것처럼, Chassis와 축의 조립에 의한 편심량이

±0.02mm 이하이고, Code Disc와 수광소자사이의 

거리인 Air Gap은 256 Slit의 경우 0.06 mm 이며, 
간격의 변위는 ±0.02mm 이하여야 함을 조립시험

Fig. 2 Proposed Systematic Analysis Tree of 
Optimized Design for Rotational Sensor 
Mechanism

을 통해 미리 알 수 있었다. 이 데이터를 제작 및 

조립 기준으로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조립된 회전 센서 메커니즘의 실험적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공인기관을 통해 진동 및 충격시

험진행하며, 진행사례를 Fig. 4에 나타내었다.

Fig. 3 Assembly Tolerance for Rotational Sensor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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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ibration test  (b) Impact Test
Fig. 4 Vibration and Impact Test

진동 및 충격시험에 적용된 가진력의 데이터는 

진동의 경우, KS C 0240의 조건에 따라 내진동 

10 g를 Sine Sweep 함수를 가진하여 진동시험을 

진행한다. 가진주파수는 10~2000 Hz 이며, 소인속

도는 1 octave/min으로 한다. 또한, 각 octave 당 

적용된 주파수와 진폭은 Table 1과 같다. 총 Sweep 
Cycle 수는 30회로, 각 축당 모두 합하여 7.5시간 

진행한다.

Table 1 Frequency and Amplitude of 10 g for Sine 
Sweep Vibration test 

충격시험의 가진 규정은 KS C 0241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이때 최대 가속도는 200g 이며, 지속시간

은 6 msec이다. 또한 3축 양방향으로 3회를 하여 

총 18회를 진행한다.

3. 환경 시험 결과

앞 장의 시험규정에 따라 시험을 진행 한 후, 
기구적 상태를 살펴본 결과 Fig. 5와 같이 Code 
Disc가 파손이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a) Vibration test (b) Impulse Test

Fig. 5 Results of Vibration and Impulse Test

환경시험 전후의 축 선단, Disc Base 측단, Disc 
Base접촉면, Disc 측면을 다이얼게이지(측정범

위:0.001mm)를 사용하여 측정한 결과, 회전 센서 

메커니즘 시스템의 요구 범위를 모두 만족함을 

알 수 있었다. 

Table 2 Results of Assembly Test of Rotational 
Sensor after Environmental Test

4. 결론

본 연구를 통하여, 설계된 독자모델인 회전 센서 

메커니즘의 제작·구현성을 CAE 기법을 통해 우선 

해석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제작한 

후 환경시험을 통해 검증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었다.
또한, 충격 전후의 메커니즘 조립 상태변화는 

거의 없으며, 메커니즘 시스템의 조립 요구사양을 

약 10배이상 정밀한 값으로 유지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Code Disc의 경우는 쉽게 파손됨을 알 수 

있었다. 그 이유는 충격을 완화하고 조립을 굳건히 

할 수 있는 본드의 적용이 없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추후 과제에서는 본드를 주입하여 진동 충격시험

을 추가로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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