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r.omega.com  /  esales@kr.omega.com  /  1588-8983

로드 셀의 종류와 적용 방법

로드 셀은 어떤 장비입니까?

로드 셀은 압력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장비로,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실험실 용도인지 산업 환경 용인지에 따라 선호되는 
종류가 다릅니다. 

힘을 측정 가능한 전기적 출력 신호로 변환할 때, 로드 셀 또는 
압력변환기가 가장 적합합니다. 스트레인 게이지 기반 로드 셀은
0.03~0.25%의 정밀도를 보이며, 환경이 가하는 스트레스와 부하에 
따르는 저항의 전기적 신호를 토대로 압력을 측정할 때 이용합니다. 
이와 같은 압력센서 및 압력변환기 장비는 정밀한 밸런스가 요구 
되며, 본질안전(intrinsic safety) 이나  아주 높은 위생도가 
요구되는 환경에는 특히 공압(pneumatic) 로드 셀이 이상적입니다. 
원격으로 센싱과 모니터링하여  공정을 관리하는 경우, 전원공급이 
필요하지 않은 유압(hydraulic) 로드 셀이 적절합니다.

로드 셀의 종류

소형 로드 셀과 초소형 로드 셀은 높은 부하가 걸리면서도 제한적인 
공간에서 사용하기에 이상적입니다. 이러한 소형 압축 로드 셀은 
매우 견고한 2인치 직경에 낮은 높이의 디자인이며, 측정 환경 공간이 
제한적인 실험, 산업 공정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여줍니다. 돌려서 
잠그는 트위스트 락 방식의 커넥터와 케이블 방식 중 연결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소형 로드 셀이 0~100 그리고 0~50,000 
뉴턴 범위의 미터 규격 단위 모델로 제공 됩니다.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과 견고한 구조, 내장 로드 버튼, 높은 정밀도와 5포인트 NIST 
추적 가능 교정 인증서가 제공 되는 우수한 압력 센서입니다.

스트레인 게이지 식 로드 셀은 정적 압력과 동적 압력을 정밀하게 
측정할 때 이용합니다. 우수한 등급의 와이어 또는 호일이 캐리어 
매트릭스 판(carrier matrix backing)과 부착 된 그리드(grid)가 
내장 되어, 비례(proportional) 가변저항이 그리드 스트레인으로 
선형화(linear) 됩니다.  스트레인은  표면에 접착 된 캐리어 
매트릭스에 힘이 가해질 때의 저항으로 인한 변화로 측정 됩니다. 
캐리어 매트릭스와 접착 접합 구조는 스트레인 또는 그리드의 저항 
변화를 전달합니다. 접착 접합 구조와 캐리어 매트릭스는 또한 정확한 
판독을 방해하는 열과 전기적 노이즈를 차단합니다. 휘트스톤 브리지 
회로 방식은 이렇듯 뛰어난 센싱 구조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빔(beam) 로드 셀은 알루미늄 합금 재질로, 1~500kg 범위의 
낮은 압력 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직선 또는 S자의 막대 형태의 
로드 셀입니다.  경제적인 가격대로 일반 산업용 힘과 무게 측정, 
특히 OEM 분야에서 많이 이용합니다. 싱글 포인트 빔 로드 셀은 
알루미늄 합금으로 1~500kg 의 측정 용량을 갖는 막대형태이며, 
견고한 전단(shear) 빔 로드 셀은 내부식성을 갖는 니켈 도금 
탄소강 합금 소재입니다. 전단보 또는 더블 빔 로드 셀은 탱크 칭량 
(tank weighing)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 공정 용도로 사용합니다. 
캔틸리버(cantilever한 끝이 고정 지지되고, 다른 끝이 자유로운 
보) 빔 로드 셀 또는 벤딩 빔 로드 셀은 정적 무게, 동적 무게 칭량, 
힘 측정 시 이용합니다.

플랫폼 로드 셀은 밀봉 밀폐 처리 된 로드 셀로 수압을 높은 
정밀도로 측정하는 경우 이상적이며, 유체가 있는 음식료 산업, 각종 
무게 측정, 자동 칭량 공정에서 유용합니다. 스트레인 게이지 호일을 
접착한 구조의 저항 로드 셀은 ±0.02% full scale의 정밀도를 
보여주며, 중심에서 벗어난 부하를 측정할 수 있어 규모를 측정할 
때와 같이, 측정 대상이 플랫폼의 어디에 위치하여도 정밀하게 
측정이 가능합니다.

S빔 로드 셀은 압축 출력 판독을 받습니다. S빔 형태의 로드셀은 
다양한 단위, 부유 부하, 탱크, 호퍼를 측정할 때 이상적입니다.

캐니스터 로드 셀은 단일 또는 여러 무게를 측정할 때 이용합니다. 
밀폐구조로 내수성이 필요한 분야에도 사용합니다. 견고한 디자인의 
캐니스터 로드 셀은 산업가혹환경에서도 높은 성능을 보이며,  축 
압력 (axial compression) 을 측정할 때 이상적입니다.

유체 정역학적 보상 처리는 침수성, 액체 관련 적용 분야에서 
압력을 측정하기 위해 이용되는 기술입니다. 해양 칭량, 수중에서의 
적용분야, 액체가 흐르는 환경, 건선거(항구에서 물을 빼고 배를 
만들거나 수리할 수 있는 곳)와 같은 환경에서 사용하기 위해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과 견고한 구조를 갖춘 로드 셀을 제공합니다.

인장 압축 로드 셀은 낮은 형상의 용접 스테인레스 스틸 구조로 
다양하게 제공됩니다. 인장 압축 로드 셀은 고도의 정밀함을 갖춰, 
압축과 인장의 힘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산업용 로드 셀에 나사선 
연결 방식을 탑재하였기 때문에 산업가혹환경에서도 견고하게 연결 
장착할 수 있습니다. 양방향 범위는 2인치 직경 로드 셀의 경우 
25~10,000 파운드, 정밀도FSO Linearity of ±0.15% 입니다.

로드 셀이 필요한 산업분야는 일반 제조업 및 자동화 시설부터 발전
(power generation) 분야와 대안 에너지, 기중기, 호이스트, 
리프팅 기술, 방산업, 오일 및 가스와 관련된 폭발 위험성이 있는 
분야, 우주항공과 같은 분야까지 다양합니다.

정전요량 로드 셀을 선택할 때에는 부하와 힘, 산업 환경 조건과 설치 
조건, 견고한 구성과 높은 측정 민감도 및 정밀도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부하와 힘을 측정할 때 압력센서의 
정전용량, 크기와 같은 조건은 특히 기본적인 고려 사항입니다. 
오메가에서는 각종 산업 분야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압력센서, 로드 
셀과 압력변환기를 다양한 모델로 선보입니다. 이중에서는 PC와 
직접 연결하여 무상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측정 데이터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USB 타입 로드 셀도 있습니다.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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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 셀 선택 시 고려사항

•  측정 기간: 테어(Tare)가 적용되는 단기 측정인지, 적용되지 않는 
장기간의 측정인지 고려

•  측정 데이터 출력 방식: USB, 무선, RS232/485 통신, 
아날로그 밀리전압(mV/V), 0~5Vdc 전압, 4~20mA 전류 중 
선택

•  측정 속도: 1Hz에서 100Hz 범위 또는 100Hz 이상의 속도 중 
확인

• 측정 힘 종류: 인장, 압축, 복합적인 부하 중 확인

• 측정 정밀도: 판독률, 풀 스케일 출력 퍼센트 중 확인

•  작동 온도 범위: 실온, 실외 온도, 실험 환경 온도, 
가혹산업환경의 고온 또는 저온 온도범위와 온습도 변화도를 확인

•  설치 방법: 양쪽을 잠가 연결하는 센서 방식, 잠금 체결이 아닌 
설치 방식 중 필요한 연결 방식을 확인

 •  필요 인증 또는 규격: NTEP, OIML 특허 또는 ASTM E-74 
및 다양한 시험 및 환경 규격

•  비용: 제품 가격과 유지 보수 또는 교체 비용 등을 모두 고려한 총 
예산

제품 설치와 선택을 위한 가이드

설치 환경과 조건은 산업현장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아주 높은 
정밀도가 요구되거나, 장기안정성, 실험 특성에 맞는 또는 커스텀 
사양이 요구되는지 다양한 요소에 대해 엔지니어와 응용 상담 
후에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주 정밀한 칭량(weighing)을 
위해서는 그만큼 특정 하중 사양을 만족하는 로드 셀을 사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로드 셀은 특정한 하중 방향성이 있어 이에 맞는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어떠한 제품의 하중 특성과 맞지 않는 
경우에 사용한다면 로드 셀이 오작동하여 부적절한 측정 수치를 
제공하거나 제품 자체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압축 하중 측정을 위한 로드 셀의 지지 구조는 장력을 분배하고 고르게 
압력을 받을 수 있도록 견고하면서도 유연한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지지 구조물과 견고한 압력 플레이트에 로드 셀을 설치할 때 베이스 
플레이트에서 지지 구조물까지 하중 전달이 올바르게 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구조는 하중에 상응하는 힘을 지지할 수 있을 
만큼의 사양이 요구 됩니다.

로드 셀 설치시에는 규격에 맞는 설치 보조장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무게 측정 오차와 범위를 판단하기 위해서 설계 엔지니어에게 자문을 
구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탱크의 무게를 재거나, 열 확장, 레벨 
모니터링, 특정 형태의 탱크와 지지 구조물의 가로 방향 이동 측정 
관련 등의 특수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측정 오류를 피하기 위해 환경 
특수성에 따른 고려 사항 또한 점검해야 합니다. 로드 셀 지지 
구조물은 가로 방향 처짐을 방지하기 위한 종단 정지가 필요하거나,  
탄성 중합체(엘라스토메릭) 베어링을 사용하여 로드 셀과 탱크 간의 
열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자동 조정 기능이 필요할 
경우 펜듈럼(추) 로드 셀을 선택하여 적합한 위치를 찾도록 조정하는 
구조를 갖출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산업 조건에서, 
이에 부합하는 제품을 찾기 위해서는 엔지니어와의 응용 상담이 
필요합니다.

특수 어플리케이션

엔진 추력 측정: 주문 시 조립 토크와 추력 반동체, 로터리 로드 
셀 제품은 모두 스테인레스 스틸 구조로 내구성과 장기 신뢰성을 
제공합니다. 산업 환경에 따라 과적 시에도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150% 용량 오버로드,  최대 오버로드 300% 안전 사양을 
제공합니다. 

용기 무게 측정: 로드 셀의 설치 작업을 단순화 하기 위해, 
탱크와 용기 무게 측정 시스템을 2,500 파운드(약 1.13톤) 용량 
사양으로 맞춥니다. 이렇게 구축한 시스템은 충격 흡수 능력이 있어 
잘못된 설치로 로드 셀에 손상이 가는 경우에도 어느 정도 이를 
보완해줍니다. 4포인트, 4,000파운드(약 1.8톤) 용량의 견고한 
시어 빔(shear beam) 로드 셀로 탱크나 이외 용기 칭량 시스템을 
완성해보십시오.

공정 제어 시스템: 온도, 램프 소크 제어, 이중 구역 제어, 벤치 
탑 스타일 컨트롤러 등 다양한 공정 및 온도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 기반의 다양한 디스플레이, 연결 센서, 출력 
타입을 선택할 수 있는 컨트롤러를 제공합니다. 이더넷 네트워크와도 
직접 연결할 수 있으며 임베디드 웹서버 기능,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 소프트웨어도  제공합니다.

고하중 피로 시험: 고장수리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로드 셀의 상태를 분석합니다. 연결이 끊어지지 않으며, 
판독이 쉽고, 메시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지 로드 셀을 테스트 
합니다. 과부하로 인한 변형 가능성, 충격 과중, 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접지 사고나 전기 저항 브릿지 문제와 같은 중요한 데이터 또한 
제공합니다.

브릿지 시험: 테스트 부속품이 포함 된 터미널 블록 시스템으로 
시스템마다 각기 다른 클램핑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모듈식 디자인 터미너 블록이기 
때문에, 다른 타입의 터미널 블록과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적용 
시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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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측정을 위한 이상적인 로드 
방향

휘어짐 및 변형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부하(로드)가 중심에 가해져야 
합니다

측면에서 힘이 가해지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지지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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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 셀 적용 시 고려사항

설치 형태: 유압식, 공압식, 스트레인 게이지 기반 형태와 같은 로드 
셀 종류 외에도 OMEGA에서는 휘어지는 빔 형태 로드 셀, 시어 
빔 로드셀, 캐니스터 로드 셀, 링 타입, 팬케이크 스타일, 버튼과 
와셔 타입의 다양한 형태로도 구분하여 로드 셀을 제공 합니다. 
나선식, 광섬유, 압전저항 타입 로드 셀 설치와 같은 특정 용도 로드 
셀과 설치 형태도 제공합니다. 설치하는 장소와 방법에 따라 다양한 
로드 셀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사용 환경을 고려하여 최적인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하 방향: 실제 사용 환경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정밀도 관련 
오류는 부하 방향을 고려하지 않고 로드 셀을 잘못 설치하는 
것에서 기인합니다. 부하 방향(Load Orientation)과 정밀하게 
일치하도록, 또한 부하가 정확하게 로드 셀에 걸리도록 설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환경: 자기력과 전기력은 측정 회로에서 방해 전압을생성합니다. 
이와 같은 전자파(EMC) 노출에서 보호하려면 로드 셀의 설치와 
케이블 연결, 전기적 차폐 처리 하우징이 중요합니다. 지시계, 
증폭기, 변환기를 여러 번 접지하면 안 됩니다.

구조 체계: 철제 전선관을 사용하여 케이블 보호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차폐 처리가 된 저용량 측정 케이블을 사용하면 
모터, 스위치, 변환기 연결 시의 표유 전자계(Stray field)를 피할 수 
있습니다. 압축 부하를 측정 시에는 견고한 로드 셀 지지 구조가 요구 
됩니다. 또한 견고하면서도 고르고 균형잡힌, 접촉면과 구조대에 
인장력을 고르게 분배하는 유연성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로드 
셀을 지지 구조물(Support structure)에 설치할 경우, 이 구조물 
또한 부하에 대응하는 힘을 견딜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선박, 탱크, 자동차 산업에서부터 제약까지 모든 분야 산업의 모든 
무게는 측정될 수 있습니다. 압력과 힘의 정확한 측정과 올바른 교정 
및 적절한 유지보수는 이 모든 산업 현장의 제품 생산은 물론, 현장 
전체의 시스템 유지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출력 신호 데이터에 따라,  
무게, 장력, 압축, 변형과 같은 측정 힘의 종류에 따라 로드 셀은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인 게이지 로드 셀은 작용하는 
부하를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합니다. 내부 충진액으로 압력의 변화로 
무게를 측정하는 유압 로드 셀도 있습니다. 높은 정밀도가 요구될 
경우 여러 댐프너 챔버(dampener chamber) 구조를 이용할 수 
있고, 이는 공압 로드 셀과 힘 평형(force balance) 스타일로 
기능합니다.

OMEGA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로드 셀의 사양을 PDF 스펙 시트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ource

1. http://www.omega.co.uk/prodinfo/load-cells.html

2. https://www.linkedin.com/company/omega-engineering

3. https://www.facebook.com/OmegaWorldwide

4. https://twitter.com/omegaeng

5. http://www.omega.co.uk/cservice/i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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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구조물은 바깥쪽 하단 링과 
접촉되어야 합니다

표면은 평평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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