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ig. 2 Mechanism of wheel speed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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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공학설계 문제에서는 항상 사용변수(parameters)의 성질에 불

확실성(uncertainty)이 있다. 현실의 많은 최적설계 문제들은 설계

변수의 비제어 변동(uncontrollable variation)이 최적설계 해의 

전체 성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비제어 변동은 치수, 하중, 경계조건 및 재료의 기계적 성질, 

온도 등의 환경에 불확실성(또는 잡음(noise))이 존재하여 최적설

계 해와 설계 민감도(design sensitivity)를 저감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불확실성을 고려하기위해 안전계수(safety factor)

는 쉬운 사용과 이해로 많은 설계자에 의해 사용되었다. 그러나 

안전계수 접근은 설계항목 사이의 절충(trade-off) 관계가 존재하

는 경우 안전여유(safety margin)가 보수적일 가능성이 많고, 연성

해석(coupled-field analysis)과 같은 다목적 설계공간에 숨어있는 

인과 상관관계도 평가하기 어렵다.1,2

이것은 Fig. 1과 같은 확률분포의 형태의 입력에 대한 출력으로

부터 불확실성이 전달되는 기구를 무시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공학설계에 내재해 있는 불확실한 변동이 응력이나 열전달 등의 

구조응답에 미치는 설계 민감도를 통계적으로 파악한 후 확률적

으로 신뢰성을 예측할 필요가 있다. 파손과 상관관계가 있는 

응력이나 열전달이라는 구조응답의 확률분포를 밝히게 되면 

파손조건을 고려함으로써 파손확률(failure probability)을 구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근사화 기반 방법(approximation-based 
methods), 샘플링 기반 방법(sampling-based methods), 신뢰성 기반 

방법(reliability-based methods) 등이 이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설계에 내재에 있는 불확실한 변동을 반응표면

법(response surface method)을 이용해 설계 민감도 해석을 수행하

면서 효율적으로 구조응답의 확률분포 및 제품의 신뢰도를 산출

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적용대상은 자동차 ABS(anti-lock brake system) 장치의 휠속도

센서(wheel speed sensor) 내부코일에 대한 전기-기계적 파손문제

이다. 휠속도센서는 자기력을 이용하는 전형적인 자기기계로 

영구자석, 코일 및 임펄스 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펄스 링은 

바퀴의 회전속도에 비례하는 자속밀도 변화를 일으켜 코일에 

ABS 장치의 입력정보로 사용되는 교류전압을 발생시킨다. 이때 

코일은 전기저항을 가지므로 여기에 전류가 흐르면 주울 발열이 

발생한다. 이 발열은 코일 권선의 열화의 원인이 되어 단락 및 

절연파손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속도센서의 설계를 위해서는 부가되는 전압과 주울 발열의 

관계 규명이 필요하다.
코일에 발생되는 주울 발열 온도분포는 다음과 같은 연성해석 

과정을 수행하여 평가하였다.
1. 전류해석에 의한 전류밀도를 구한다.
2. 전류밀도가 코일에 가해지는 힘을 계산한다.
3. 자기-열 연성해석을 이용한 온도분포를 구한다.
제시된 과정에 따라 재료 및 하중의 불확실한 입력값에 대한 

자기-열 연성해석을 수행하여 설계 민감도를 산출하였다. 민감도

는 온도분포의 응답에 대한 파손확률이 크고 영향이 큰 입력변수

를 나타낸다. 따라서 코일의 절연파손에 대한 확률분포와 신뢰도

를 추정하여 파손확률을 계산하고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설계 

문제의 적용에 유용함을 입증하였다.

  

Fig. 1 Schematic of a probabilistic analysis under uncertainty

Fig. 3 SEM photographs of fracture surface

2. 비경사도 기반 설계 민감도 해석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비경사도 기반 설계 민감도 해석은 

크게 나누어 STEP1 실험계획(design of experiment)의 수행, 
STEP2 비선형 변환함수(non-linear transformation functions)를 이

용한 반응표면근사식의 작성 및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STEP3 샘플링 방법을 이용한 설계 민감도 해석 및 파손조건의 

산출의 순서로 구성된다.

3. 적용 예제

Fig. 2는 휠속도센서의 주요구성과 작동원리를 나타낸다. 속도

센서의 내부 코일에 발생되는 전류의 양은 임펄스 링이 회전하는 

속도에 비례한다. 따라서 속도센서의 출력이나 성능은 코일감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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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agnitude of the magnetic flux density

영구자석의 간격에도 영향을 받는다. 유한요소 모델에 사용된 

요소는 8절점 평면요소를 사용하였다. 각 절점은 5개의 자유도 

즉, x, y 방향의 변위, 온도, 전압, z방향의 자기벡터 포텐셜

(magnetic vector potential)로 구성되어 있다. 사용한 절점과 요소

수는 53,299 및 17,672개 이다.
Fig. 4는 맥스웰 방법(maxwell stress tensor method)을 이용한 

자기-열 연성해석 결과의 일부분이다. 파손된 코일은 Table 1과 

같은 확률변수에 불확실성 분포를 가진다고 가정하고 설계 민감

도 해석을 위한 반응표면모델을 작성한다. 샘플링 점은 실험계획

법을 이용하여 결정하고 샘플링 점에 각각의 확률변수에 난수를 

발생시켜 평가한다. 그 결과는 식 (1)과 같다.
    

  


    
  

   (1)

Table 1 Information of random variables

Random
variable Name Mean Standard

deviation
Distribution

type
COV
(%)

x1 Area_x 4.3 1.075 Gauss 0.25
x2 Area_y 2.4 0.3 Gauss 0.25
x3 V 70×10-3 0.0175 Lognormal 0.12
x4 Resistor 1040 124.8 Gauss 0.12
x5 Mag 1040 124.8 Gauss 0.25

x6 Turn
900

(lower 
bound)

1100
(upper
bound)

Uniform

Fig. 5 Histogram of max temperature using the latin hypercube sampling

Fig.6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for failure probability of output 
         parameter temperature

Fig. 7 Design sensitivity and scatter plot of random variable

반응표면모델은 라틴하이퍼큐브 샘플링(latin hypercube sam-
pling)을 이용하여 제한조건의 실패 확률을 평가하고 비모수적 

방법(non-parametric approach)을 적용하여 설계 민감도의 상관관

계를 제시한다. 설계 민감도의 상관관계는 Sheskin에 의해 제안된 

스피어만 순위 상관계수(spearman rank-order correlation co-
efficient)를 이용하였다.

스피어만 순위 상관계수는 (X1, Y1)…(Xn, Yn)으로 주어진 이변

량 자료의 피어슨 상관계수를 각각의 순위인 Ri, Si를 사용하여 

적용시키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식 (2)에 의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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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는 확률변수의 산포에 의해 발생된 온도분포의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Fig. 6은 코일의 파손확률에 대한 누적분포함수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를 나타낸 것이다. 가운데 선은 

온도가 특정한 한계값 보다 낮은 상태로 있을 확률이다. 그림의 

위아래 곡선들은 확률결과들의 정확도를 정량화한다.
Fig. 7은 상관관계에 기반한 설계 민감도를 평가한 결과이다. 

인가되는 전류 및 코일의 저항이 코일의 열적열화에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다.

4. 결론

본 연구는 불확실성하의 비경사도 기반 설계 민감도 해석을 

제안하고 휠속도센서 코일열화 문제에 적용하여 유용성을 검토

하였다. 제안된 설계 민감도는 코일열화의 전기-기계적 파손원인

과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평가 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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