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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브 서스펜션 실린더
고장 난 트럭을 회수하는 등 무거운 짐을 다양한 위치에서 신속하게 들어올려야 할 때
에는 주로 현대식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크레인은 포장도로뿐만 아니라
비포장도로에서도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 크레인의 러닝 기어는 각 축의 서스펜션을 해
당 지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적응형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변위센서가 장
착된 서스펜션 실린더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센서가 실린더 스트로크를 획득하
기 때문에 지형에 맞게 최대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능동형 폐회로 제어는 특히 차량이
험한 지형에서 도로로 다시 이동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모든 실린더를 정
상 위치로 이동시킴으로써 차축을 평평한 도로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이 작업을 위
해서는 유압 실린더의 정확한 변위 측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Micro-Epsilon은 특히 이
어플리케이션을 위해 실린더에 통합하여 피스톤 위치를 직접 획득할 수 있는 변위센서
를 개발했습니다. 이 경우, 실린더의 높은 첨두 압력을 염두에 두고 센서를 설계해야 합
니다. 그러나 실린더에 설치하기 때문에 외적인 손상에서는 보호할 수 있습니다. 실린
더의 경우 설치 길이가 제한되고 변위 측정만을 위해서 실린더를 확장할 수는 없기 때
문에 컴팩트한 디자인이 특히 중요합니다. 센서 자체는 와전류 손실 원리에 따라 작동
합니다. 피스톤에 내장된 알루미늄 튜브에서 와전류가 유도되는 것입니다. 센서와 피스
톤 사이에서 기계적인 접촉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센서가 전혀 마모되지 않아 별도
의 유지 보수는 필요치 않습니다. 내장형 전자기기 시스템은 변위 신호를 컨트롤러가
폐회로 제어를 위해 사용하는 전기 신호로 변환합니다. 이 측정 원리에는 마그넷이 필
요하지 않기 때문에 금속 부스러기가 달라붙을 위험이 없습니다. 지속적인 최적화를 통
해 고품질의 센서를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유압 실린더에 대
한 광범위한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측정 시스템 요건

• 측정 범위: 220mm 및 260mm
• 직선성: 보통 ±0.5% FSO
• 분해능: 0.1mm

• 동적 반응: 150Hz(-3dB)
• 온도 범위: -40 ~ +85°C

• 온도 안정성: < ±0.02%/K FSO
• 매질: 윤활유 ~ 450bar
• 보호 등급: IP67

장점

• 센서 디자인이 짧지만 측정 범위가 넓음
• 견고한 통합형 내압 센서

센서 및 알루미늄 튜브

• 비접촉식 측정 방법(마그넷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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