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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중량, 가속 압력 등과 같은 수단에 의해 발생된 힘의 측정을 위한 하중 셀에 관한 것이다. 하
중 셀은 적어도 하나의 평면에서 서로에 대해 평행하게 위치 설정된 비임을 갖는 비임 구조체를 구비하고 
있다. 작동시, 하나의 비임 편향성은 제2비임에서 상대 작용 또는 편향성으로 인해 감지 수단으로 반응한
다.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하중 셀

[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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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분야]

본  발명은 힘(force)의  측정을 위한 하중 셀(load  cell)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힘,  가속도 
또는, 계산 또는 평가 지점에 전달된 전자 신호로 함을 변환하는 압력같은 수단에 의해 발생된 변형 또는 
응력의 합력을 측정하기 위한 하중 셀에 관한 것이다. 상기 장치는 모듈러스, 히스테리시스 또는 의탄성 
물질 특성에 극단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시효(age), 온도 및, 습기의 변화에 의해 발생되는 것과 같은 
환경적 방해를 예지한다.

[발명의 배경]

하중 측정 장치 및 셀은 당분야에 공지되어 있다.

예를  들어  갈로에  허여된  미국  특허  제4,043,190호는  질량  또는  힘을  측정하는  계량기가  개시되어 
있는데, 감지된 변위는 횡방향으로 진동하는 전기적으로 여자된 두줄(strings)의 장력에 간접적으로 작용
한다. 세테등의 미국 특허 제4,170,270호는 편향을 측정하는데 사용된 하중 셀의 과하중(overload)을 방
지하기  위한  장치가  개시되어  있다.  유사하게  블라워트등의  미국  특허  제4,384,495호는  정밀 스케일
(scale)을 위한 과하중 보호 장치가 개시되어 있다. 파로스의 미국 특허 제4,384,495호는 외부 힘에 반응
하는 공명기의 대칭적 하중을 보장하도록 이중 바아 공명기(double bar resonators)를 위한 장착 구조체
가 개시되어 있다.

또한, 스트레터등의 미국 특허 제3,712,395호는 두 개의 차등 하중을 가진 진동 부재를 구비하는 무게 감
지 셀이 개시되어 있다. 스즈끼등의 미국 특허 제4,196,784호는 내부 하중 셀을 가지는 검량 스케일이 개
시되어  있다.  영국  특허  제1,322,871호는  전자  회로에  의해  횡방향  진동의  상태로  여자된 가장줄
(pretension string)을 가지는 힘 측정 장치가 개시되어 있다. 또한 갈로의 미국 특허 제4,300,648호는 
평행면에 놓인 두 평면 스프링을 가지는 질량 및 힘을 감지하는 계량기가 개시되어 있다. 풀바리의 미국 
특허 제3,274,828호는 압전 진동기(piezoelectric oscillator)에 근거한 힘 센서가 개시되어 있다.

또한, 레이디등의 미국 특허 제3,366,191호는 브리지회로에 따른 계량 장치가 개시되어 있다. 노리스등의 
미국 특허 제3,479,536호는 압축 및 그 길이를 따르는 인장력을 수용하도록 장착된 압전 진동성 비임인 
압전 힘 변환기가 개시되어 있다.

아가의 미국 특허 제3,529,470호는 전기적 피드백에 의해 공통 공명 주파수에서 횡방향 진동으로 유지될 
두바아를 가지는 복합지주(composite strut)를 구비하는 힘 변환기가 개시되어 있다. 상기 진동 주파수는 
복합 지주에 적용된 힘을 지시한다. 코베트등의 미국 특허 제3,541,849호는 진동 수정 힘 변환기가 개시
되어 있다. 비쓰등의 미국 특허 제3,621,713호는 주파수에서의 하중 쇼우 진동(load shows variation)에 
의해 응력을 받을때 질량 및 힘을 측정하는 계기가 개시되어 있다.

사너의 미국 특허 제3,724,572호, 반 데 바트등의 미국 특허 제3,853,497호, 멜체르등의 미국 특허 제
3,885,427호 및 펠리안의 미국 특허 제3,915,248호는 모두 주파수 감지 소자에 전달되는 힘 또는 무게에 
의해 작용하는 계량 시스템이 개시되어 있다. 메이어의 미국 특허 제3,963,082호, 비쓰등의 4,088,014호, 
자코브슨의 미국 특허 제4,143,727호, 에비지의 미국 특허 제4,179,004호는 모두 힘 감지 하중 셀이 개시
되어 있다.

끝으로 에르니세의 미국 특허 제4,215,570호는 이중 단부를 가지는 튜닝 포크(double ended tuning for
k)의 형상을 가지는 소형 석영 공명기 힘 변환기가 개시되어 있다. 체크등의 미국 특허 제4,239,088호는 
무게대 주기 변환기를 가지는 스케일이 개시되어 있으며, 그 주기는 측정될 무게의 작용으로서 변환된다. 
우에다등의 미국 특허 제4,299,122호는 서로 평행한 한쌍의 판형 진동편을 가지는 진동기에 근거한 힘 변
환기가 개시되어 있다. 파로스등의 미국 특허 제4,321,500호는 종방향 절연 시스템이 개시되어 있다. 이
에르 니세등의 미국 특허 제4,372,173호는 이중 단부를 가진 튜닝 포크 장치로 그 단부에서 결합된 한쌍
의 신장 평행 바아를 구비하는 공명기 힘 변환기가 개시되어 있다.

최근에, 장력이 하중 구조체의 이동을 저지하거나 변형에 의해 하중 구조체내에 장력이 발생하는 환경에
서 이중 단부를 가진 석영 튜닝 포크가 힘 센서로서 사용된다. 레버 시스템 및 평행 안내 구조체가 사용
되는데 힘 감지 크리스탈에 적용된 힘은 적용된 하중의 단편(fraction)이다. 힘 감지 크리스탈은 이중 단
부를 가진 공명 석영 튜닝 포크에 있어서의 적합한 주파수 변화를 일으키는데 필요한 힘이 크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작다.

그러나 바람직하지 않는 측방향 편향 효과를 저지하도록 하중 구조체는 커야한다. 상기 구조체의 굽은 부
분(flexing portions)은 크리스탈에 장력이 적용될때 힘 감지 크리스탈 및 그 결합 이음매가 편향되기 때
문에 평행 결합 비임 또는 하중 지지된 결합 지주로서 작용한다.

종래의 하중 셀은 출력 안정성을 위하여 온도 및 시간 외에 로드 구조체 및 결합 이음매의 안정성에 의존
한다. 예를 들어 알버트의 미국 특허 제4,838,369호는 발생된 신호와 감지된 함간의 선형 관계를 제공하
는 하중 셀이 개시되어 있다.

알버트는 나사에 의해 하중 셀의 프레임에 부착된 특정 크리스탈 설계가 사용되며, 하중 셀은 제로 귀환 
및 셀 정밀도에 기인한 단편 이음매를 발생한다. 알버트의 특허는 변화하는 하중 위치로부터 간섭을 저지
하는 종방향으로 견고한 구조체에 의존한다. 알버트의 하중 셀은 응력을 받을때 하중 셀에 소비된 힘이 
나사 이음매내의 일 또는 에너지 손실에 기인하도록 설계되었다. 차례로 이러한 현상은 나쁜 제로 귀환 
및 정밀도로 귀착된다.

유사하게 물질에 대한 주의, 비변형 감지 설계 및 크리프 및 히스테리시스의 감축 또는 해제없이, 실제로 
알버트의 특허는 물질 및 온도 효과를 무시하는 하중 셀을 제공하지 못환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장치의 물질 시효는 종종 장기간의 수행으로 인해 보정(calibration)후에 경함하게 된
다.  또한 상기 장치는 의탄성 크리프 및  변형 히스테리시스가 그  설계로 보상되는 정도에 의해 해결
(resolution)로 제한된다. 석영 크리스탈 결합 이음매는 로드 구조체의 의해 야기된 크리프 및 히스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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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와 그 자체의 반작용 크리프 및 히스테리시스에 의해 보상되어야 한다. 석영 크리스탈이 에폭시 같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결합될때, 기판과 석영간의 미소 팽창과 경화시의 에폭시 수축으로 인해 아교 이음매 
및 크리스탈에 응력이 도입된다.

또한 이 응력이 과도시간동안 이완될때 접착제의 비선형 응력-변형 곡선으로 인해 결합 이음매의 특성이 
변화된다. 이로 인해 하중 셀은 아교 이음매 응력이 이완될때까기 과도시간의 과잉의 제로 및 스팬 이동
을 가지게 된다. 석영 및 구조적 물질 간의 미소 팽창으로 힘 센서는 온도와 적용된 하중으로 인해 출력
부를 가진다.

그 결과 타성 모듈러스, 의탄성 크리프 및 환경 적용에 의해 발생될 응력으로 인해 셀소자에서 발생하는 
변형 히스테리시스의 변화를 보상하는 하중 셀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발명의 개요]

본 발명에 따라서, 기판과, 기판에 부착된 하중 지지소자와, 기판에 부착되며 적어도 한 평면에서 하중 
지지소자로부터 평행 이격된 캐패시티를 지지하는 수단 및 하중지지 소자와 캐패시티 지지 수단간에 부착
된 힘 감지 수단을 구비하는 힘 감지 하중 셀이 제공된다. 하중 지지 소자는 스프링으로서 작용한다. 스
프링은 스프링의 이동 부분에 힘이 작용할때 편향을 거쳐 에너지를 저장하고 거리를 통하여 이동하는 힘
을 제공함으로서 저장된 에너지를 귀환시키기 위해 작용시키는 소자이다.

본 발명의 다른 관점에 따라서, 상부벽과 하부벽 및 제1 및 제2측벽에 의해 규정된 내부 개구를 가지는 
입방 구조체, 상기 입방 구조체의 내부 개구내의 적어도 하나의 벽에 부착된 기판, 상기 기판에 부착된 
하중 지지 소자, 기판에 부착되고 적어도 하나의 평면에서 하중 지지 소자로부터 평행 이격된 캐패시티 
지지 수단 및, 캐패시티 지지 수단내의 하중 지지 소자 사이에 부착된 힘 감지 수단을 구비하는 힘 감지 
하중 셀이 제공된다. 또한 실시예는 어떤 수의 하중 지지 소자 사이에 부착된 하나이상의 힘 감지 수단을 
구비한다. 

본 발명의 다른 관점에 따라서, 힘을 감지하는 제1 및 제2전기소자, 기판, 기판에 부착된 두전기 소자를 
구조적으로 지지하고 동일 크기이나 하중 셀이 응력을 받을때 제1 및 제2전기 소자에 반대의 영향을 제공
하는 수단을 구비하는 힘 감지 하중 셀이 제공된다. 힘의 범위를 통하여 하중에 응력을 받을때 미소 모드 
신호로부터 분리되는 독립 모드 신호를 발생하는 제1 및 제2전기 소자의 독립적 신호 처리가 발생한다.

본 발명의 하나의 적합한 관점에 따라서, 상부벽 및 하부벽에 의해 규정되며 제1 및 제2측벽에 의해 결합
된 개구를 가지는 입방 구조체와, 적어도 하나의 개구벽에 부착된 상기 개구내에 위치된 기판과, 상기 기
판에 부착되고 상기 입방 구조체 개구의 평면내에 연장되는 제1캐패시티 지지 외팔보 비임과, 기판에 부
착되고 상기 입방 구조체 개구내에 연장되는 제2평행 캐패시티 지지 외팔보 비임과, 제1 캐패시티 지지 
외팔보 비임과 제2캐패시티 지지 외팔보 비임 사이의 기판 중간에 부착된 하중 비임과, 제1캐패시티 지지 
외팔보 비임과 하중 비임 사이에 부착된 제1전기 센서와, 하중 비임과 제2캐패시티 지지 외팔보 비임 사
이에 부착된 제2전기 신호를 구비하는 힘 감지 하중 셀이 제공된다. 힘의 범위를 통하여 하중 셀이 응력
을 받을때, 제1 및 제2전기 센서의 독립적 신호 처리는 미소 모드 신호로부터 분리되는 독립 모드 신호를 
발생한다.

본 발명은 원하지 않는 정보와 하중을 가진 힘의 위치의 변화에 기여하는 간섭으로부터 분리된 출력 신호
를 전개하는 힘 감지 하중 셀을 제공한다. 힘 감지 셀은 감축된 의탄성 크리프와 정적 변형 히스테리시스 
효과를 나타낸다. 힘 감지 셀의 설계는 제로에 대한 온도, 스팬 및 조립체에서 온도 상승의 예비 응력으
로 인해 감축된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적합하게, 그 구조체는 동방성 금속으로부터 단일체로 가공되고 탄성계수는 거의 균질화되며 크리스탈-아
교 시스템이 크리스탈과 연속인 셀의 다양한 소자에 대해 매우 강성이 있다면 탄성계수 효과가 거의 취소
될 수 있다. 이는 사용된 물질의 한도내에서 설계되었다면 동일한 성능과 유사한 꾀잘 거동되는 탄성계수
를 가지는 매우 균일한 구조체 물질로부터 하중 셀이 가공된다.

의탄성 크리프, 정적 히스테리시스, 탄성계수 온도 감도 및 힘 감지 크리스탈에 적용된 힘에 대한 제로 
하중 기록 효과로의 귀환은 이 효과의 공통성에 의해 취소된다. 예를 들어 힘에 저항할 뿐만 아니라 크리
스탈에 영향을 끼치는 하중 셀 소자가 의탄성 크리프를 가진다면 통상 출력은 과도시간 증가한다. 그러나 
본 발명은 크리스탈에 연속적으로 셀 소자가 의탄성 크리프를 가지며 출력이 감소하게 되어 크리스탈에 
적용된 힘에 대한 의탄성 크리프 효과를 취소한다.

석영과 구조적 물질간의 미소 팽창에 대해 크리스탈에 의해 하중을 갖는 스프링이 큰 편향을 가지기 때문
에 제로 이동은 감축된다. 제로 이동은 제2대향 하중 크리스탈이 동일 단일체 구조체로 사용되면 취소될 
수 있고 크리스탈에 의해 하중을 갖는 제2스프링은 제1하중 크리스탈에 물리적으로 조화되며 제1크리스탈 
출력부로부터 출력부가 공제된다.

평행 스프링 시스템과 연속 스프링 시스템의 탄성계수가 온도에 대해 거의 동일 감도를 가지기 때문에 스
팬이동을 줄이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평행 스프링이 적용된 하중하에서 더 편향될때 연속 스프링에서의 
반발힘은 감축된다.

상승된 온도 경화 예비응력의 이완으로 인한 시효는 석용과 구조적 물질간의 미소 팽창으로 인해 초기 제
로 이동이 적기 때문에 감축되며, 연속 스프링에 대해 이완으로 인한 편향 및 그 이동은 아교 이음매가 
일치된다면 제2크리스탈과 스프링으로 온도를 통하여 제로로 이동할때 작거나 취소될 수 있다.

연속 스프링의 편향에 대해 아교 이음매의 하중 하에서의 편향이 매우 작기 때문에 시효는 스팬을 감축시
킨다. 그러므로 상승된 온도 경화로 인한 예비응력의 이완에 의한 아교에 있어서의 탄성계수 효과는 매우 
적은 효과를 가진다.

하중 효과에 대해 적용된 하중에 의해 평행 스프링 하중의 과도시간의 연속 이동이 스프링 구조체의 의탄
성 거동으로 인한 연속 스프링에서의 반발력의 이완에 의해 거의 취소되기 때문에 의탄성 크리프는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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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또한 평행 및 연속 스프링의 이동 저항이 그 의탄성 거동으로 인해 동일하기 때문에 정적 변형 히스테리
시스가 감축된다.

하중 제거후의 제로 귀환은 히스테리시스와 같은 방법으로 영향을 미친다. 하중 위치에 대한 스팬 감도는 
하중 셀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양단부쪽으로 하중을 가질때 평행 스프링의 전달 유도된 굽힘 원리에 의해 
감축된다. 외측 구조체에서 수평 휨 평행사변형 소자에 대해 상부 및 하부 측방향 휠이 쉽게 측방향으로 
굽혀지기 때문에 스팬 감도도 감축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하나의 적합한 실시예에 따른 하중 셀의 사시도.

제2도는 제1도의 하중 셀의 측평면도.

제3도는 제2도의 3-3 라인을 따라 취한 하중 셀의 상부 절개 단면도.

제4도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하중 셀의 사시도.

제5도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하중 셀의 사시도.

[적합한 실시예의 상세한 설명]

도면에 있어서 동일부분은 다수도면 전체를 통하여 동일 도면부호로 지시되었으며 그 다수도면에는 제1도
에 도시한 힘 감지 하중 셀(20)이 있다. 하중 셀은 상부벽(26) 및 하부벽(28)에 의해 규정되며 각각 제1 
및 제2측벽(24A,24B)에 의해 결합된 개구를 가지는 입방 구조체를 구비한다. 셀(20)은 일반적으로 개구
(10)내에 위치되며 적어도 한쪽의 개구벽에 부착된 기판(40)을 가진다. 상기 입방 구조체 개구(10)의 평
면내에 연장되는 제1캐패시티 지지 외팔보 비임(42A)뿐만 아니라 제1캐패시티 지지 외팔보 비임(42A)에 
평행  및  이격된  제2캐패시티  지지  외팔보  비임(42B)이  기판에  부착되었다.  제1  및 제2외팔보비임
(42A,42B) 사이에 하중 비임(45) 또한 기판에 부착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있어서 두 센서 또한 다수 
비임에 부착된다. 제1센서는 제1캐패시티 지지 외팔보 비임(42A)과 하중 비임(45) 사이에 부착되고, 제2
센서는 하중비임(45)과 제2캐패시티 지지 외팔보 비임(42B) 사이에 부착된다. 

본 발명의 하중 셀의 가장 단순한 실시예를 살펴보면, 제5도에 하중 셀이 도시되어 있으며 하중 셀은 본 
발명의 모든 소자의 정지 위치를 제공하는 기판(40)을 구비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하중 셀 기판
(40)은 무게, 힘 또는 감지된 하중으로부터 다른 변위를 수용하는 베이스를 제공한다. 다른 작용중에서, 
기판은 분석할 힘을 수용하는 인자판 또는 다른 표면으로서도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기판(40)은 일정한 가요성이 제공되는한 어떤 설계 및 물질의 수를 구비한다. 기판은 기판에 
의핸 감지된 힘을 전달하고 기판내에 부착된 평행 비임(42,45)의 변위를 전달하기 위해 편향되어야 한다. 
이 변위를 통하여 평행 비임은 두 평행 비임 사이에 현수된 감지 수단에 응력 및 변형을 배분한다. 적합
하게 기판은 균질 및 등방성 금속을 구비한다.  하중 셀은 단일체 구조체로서 규정되며 기판 및 평행 비
임 구조체는 하나의 연속 단위로 주조된다. 이느 기계가공, 밀링, 이온커팅, 주조 또는 당분야에 공지된 
다른 수단을 구비하는 어떤 수의 수단을 통하여 수행된다. 적합하게 하중 셀은 각 밀링 주기후에 응력이 
경감된다. 또한 본 발명의 더 적합한 실시예에서(제1도), 하중 셀은 적합하게 대칭적으로 기계 가공되며 
비임의 스프링 상수와 조화된다. 이 목적을 위하여 감지 소자의 반응은 가능한한 밀접하게 조화되어야 한
다. 또한 하중 셀은 더욱 밀링되고 하중 셀에 압력을 가하고 반응을 측정하고 반응을 동일화하기 위해 과
잉의 물질을 응력 셀로부터 경감함으로서 응력이 경감된다.

적합한 합성물은 예를 들어 소자 금속 및  금속 합금 같은 금속을 구비한다.  금속 합성물은 2024-T3, 
7075-T6 및 1100 같은 알루미늄 및 그 합금, ASTM B147, ASTM B145 및 ASTM B146을 구비하는 구리 및 그 
합금, ASTM A40A 및 ASTM AC41A를 구비하는 아연 및 그 합금뿐만 아니라 셀에 의해 감지될 힘에 대한 양
호한 탄성을 가지는 경한 구조체를 제공하는 공지된 다른 금속을 구비한다. 가장 적합하게 알루미늄 같은 
금속과 그 산화물은 본 발명의 하중 셀을 형성하는데 사용되나 자체가 제조 가능성에 적합한 어떤 구조적 
물질이 사용된다.

하중 셀은 균일한 물질 특성 즉 탄성, 온도감도, 팽창 특성등을 제공하는 폴리머 시스템으로 제조될 수 
있다.

폴리이미드, 폴리아미드-이미드, 폴리비닐 클로라이드, 폴리에틸렌, 프로필렌, 폴리 카보네이트 같은 플
라스틱, 멜라인 수지, 주조 에폭시 수지, 주조 아크릴산, 주조 플르오르플라스틱, 페놀, 폴리아크릴로니
트리스, 주조 폴리우레탄, 주조 폴리에스테르 또는 폴리올레틴, 합성 또는 천연 고무 폴리머 및 실리콘 
같은 공중합체, 실리콘 디옥사이드 같은 세라믹, 셀룰로오스 제품 또는 그 합성물의 혼합물로 제조된다.

상기 기판(40)의 가장 단순한 실시예는 평행 비임(42,45)이 부착된 견고한 장착부로서 제5도에 도시되었
다.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제4도의 기판(40)은 캐패시티 지지 수단(42)에서 하중 베어링 수단 또는 하중비임
(45)의 위치 결정을 위한 장착판으로 도시되었다. 이 목적을 위하여 기판은 적어도 한평면내에 서로 평행
한 하중비임(45)과 외팔보 지지 비임(42)을 위치시키는데 조력한다.

하중 셀에 적용될때 제4도의 기판(40)은 하중 셀 지지체(20)의 개구(10)내의 외팔보 지지 비임(42)과 하
중비임(45)을  위치시키는데 사용된다.  특히 기판(40)은  연장되어 하중 셀 개구(10)를  형성하는 내부벽
(28)에 부착된다. 필수적인 것은 아니나 하중 셀 기판(40)은 내부벽(28) 또는 그 물질을 위해 굴곡부(3
2)를 구비하는 어떤 수의 현수부를 통하여 측벽(24A), 측벽(24B) 또는 상부벽(26)을 구비하는 다른 내부
벽에 부착된다. 

그러므로 도시된 바와 같이 기판(40)은 제5도와 같이 단순한 견고한 구조체(40)를 구비하는 어떤 수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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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취하거나 그 물질을 위해 제4도와 같이 더 복잡한 플랫폼(40)을 취한다. 기판(40)은 또한 의도된 측
으로부터 바람직하지 않은 간섭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그 표면상에 제1된 다수 비임 사이에 굴곡부를 구
비한다. 

본 발명의 하중 셀은 또한 하중 셀에 입사된 힘의 측정을 조력하는 평행 비임 구조체를 구비한다. 평행 
비임 구조체(42,45)(제4도 및 제5도) 또한 감지 수단(52)을 유지하도록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평행 비임 
구조체는 의도된 조건하에서 편향을 촉진 및 나타내는 적합한 물질 및 치수의 어떤 배치를 구비한다.

재차 제5도를 보면 평행 비임(42,45)의 한정은 힘의 크기, 가속도 또은 비임 구조체에 의해 감지된 다른 
이동에 따른다. 관련 매개변수는 평행 비임의 길이, 개방 삽입체(44,46)를 가지는 제5도의 비임의 필요성
을 구비한다. 또한 비임을 발생하는데 사용된 물질과 비임을 의도된 기판에 부착하도록 굴곡부의 존개가 
관련된다.

일반적으로, 평행 비임 구조체는 본 발명에 따라서 어떤 다른 수의 배치를 구비한다. 평행 비임 구조체의 
하나의 다른 실시예에는 평행 비임(42,45)을 구비하는 제5도에 도시되어 있다. 이 경우에 평행 비임(45)
은 하중 비임으로서 제공되며 어떤 질량, 힘 또는 구조체에 배치된 다른 변위의 제1지지체이다. 한편 로
드 비임(42)은 이 하부 비임(42)에 부착된 캐패시티를 지지하는 수단으로 제공된다. 즉 비임(42)은 변위
로부터 주 합성력을 수용한다. 한편 비임(45)은 하중 베어링 소자뿐만 아니라 감지 소자(52)를 수용하도
록 부가적인 스테이션으로 제공된다.

제5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내부부분(28)으로 인해 비임(45)의 하부 측부, 비임(42)의 상부 측부, 감지 
수단(52)의 내부 측부 및 기판(40)의 외부 측부가 생긴다. 편향시에 평행 비임(45,42)은 축으로 이동하고 
그 축은 치환력의 방향과 일치한다. 그러나 기판(40)의 외부 표면뿐만 아니라 감지 수단(52)의 내부 표면
은 서로 평행한채 또는 ＂평행사변형＂ 배치로 남는다. 이런 평행 사변형 구조체의 결과는 힘 센서에서의 
모멘트 아암의 부재이다. 상기 배치는 하중 셀을 발생하며 하중 셀은 평행 비임의 표면을 거쳐 힘이 적용
되는 것과 무관하게 균일한 반응을 제공하도록 용이하게 제조된다. 또한 서로에 대해 비임의 근접루를 구
비하는 평행 비임 구조체는 온도 습기의 변화뿐만 아니라 다른 환경적 응력으로 인해 서로 유사하게 반응
하는 비임으로 끝나는 구조체를 제공한다. 필수적으로 본 발명은 탄성의 변화를 보상하고 환경적 응력에 
의하여 발생된 변화 및 편향을 허용하는 힘 센서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더 적합한 다른 실시예가 제4도에 나타나 있으며, 하중 베어링 부재(45)는 입방 구조체 또는 
블록의 개구내에서 외팔보 비임(42) 또는 캐패시티 지지 수단에 대해 평행 배치된다. 여기에서 기판(40)
은 센서(52)의 내부 측부에 평행한 내부 평면을 가진다. 동시에 외팔보 비임(42)의 전체 배치는 그 내부 
에지에서 로드(45) 비임의 내부 또는 대향면과 평행하다.

필수적인 것은 아니나, 개구(44,45)는 각각 하중 비임(44,45)의 각각에 규정된다. 상기 개구는 큰 감도를 
힘에 허용하여 힘의 적합한 크기에 의해 발생될 하중 비임 편향을 허용한다. 필수적으로 도면부호 44 및 
46 에서의 개구는 셀상에 입사된 힘에 대한 큰 감도를 가지는 하중 셀의 발생을 허용한다. 개구는 표준 
공구로 보어링 또는 기계 가공되며 슬롯 또는 아령형이다.

제4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하중 셀은 입방 육면 블록을 구비하는 어떤 수의 배치를 취한다. 셀내부에서 
두측벽(24A,24B)에 의해 규정된 개구(10)뿐만 아니라 개구내에 배치된 상측벽(26) 및 하측벽(28)과 기판
(40)이 있으며 기판상에는 하중비임(45)과 외팔보 캐패시티 지지 비임(42)이 장착된다.

임의로 하중 셀내의 어떤 수의 소자는 굴곡부의 사용을 통하여 부착된다. 굴곡부는 평행 비임 구조체의 
하중 캐패시티를 결정할뿐만 아니라 기판 또는 구조체가 그 의도된 평면 외측으로 선회 또는 굽어지는 것
을 방지하는데 조력한다. 센서로부터 변환 신호에 귀착되는 기계적 작용에 의해 센서에 영향을 주도록 휨
은 감지된 힘을 기판 및 평행 비임 구조체의 변위로 일체로 변환시킨다.

일반적으로, 굴곡부는 편향 간섭을 방지하도록 하중 셀의 어디에서나 위치된다. 구체적으로 제4도에 도시
된 바와 같이 굴곡부(32)는 기판(40)을 하부벽(28)에 부착하는 기판(40)의 베이스에서 볼 수 있다. 굴곡
부(34)는 하중비임(45)을 상부벽(26)에 부착하는 하중 비임(45)의 상부에서 볼 수 있다.

입방 구조체의 개구내에서, 감지 센서(52)는 하중 지지 비임(45)과 캐패시티 지지 비임(42) 사이에 지지
되어 있다. 하중 비임(45)과 외팔보 지지 비임(42)은 입방 블록(20)의 개구(10)내에 적어도 하나의 평면
내에서 평행하다. 이것은 기판(40)과, 감지 소자(52) 및, 두 개의 내부 또는 대향 측벽 비임(42,45)에 의
해 생성된 평행사변형 구조체를 유지한다. 따라서, 어떤 힘에 의한 하중 셀의 편향은 본 발명내에서 평행
사변형으로 초래된다.

상기 센서는 열가소성 또는 열경화성 접착제와 같은 일체식 또는 고정된 안정한 이음매를 제공하는 수단
을 통해 부착될 수 있다. 하나의 양호한 종류의 접착제는 상업적으로 이용가능한 에폭시형 접착제이다. 
양호한 하중 셀 성능은 단단하고 안정하다. 죠이트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평행 스프링 시스템의 큰 편
향성이 바람직하다. 접착제이음매가 이동할 때, 이 이동은 비임 편향에 비해 작다. 출력은 완전한 부착 
이음매 보다 더 약하므로 인해 작은 편향량에 대해 덜 강하다.

본 발명의 하중 셀은 제5도의 감지 수단(52)을 포함한다. 이 감지 수단은 하중 셀상의 입사력에 의해 발
생된 힘을 감지하기 위해 작용한다. 이 감지 수단은 압축이나 인장력에 의해 영향을 받고, 이 힘을 평가 
회로에 보내지는 전기 신호로 변환된다. 다수의 감지 수단은 단단한 전기 배선, 전기 회로 및 반도체와 
같은 트랜지스터 회로를 포함하는 본 발명에 따라 사용된다. 감지 수단은 광학 전자 기계식 임피던스 또
는 공명기 감지 수단을 포함한다.

하나의 양호한 감지 수단은 수정 결정(quartz crystal)과 같은 임피던스 또는 공명기를 포함한다. 양호한 
공명기(resonator)는 스위스, 그렌첸의 ETA에 의해 미결정(microcrystal)으로 이용가능하다. 이 공명기는 
이중 단부 튜닝 포크(tuning fork)로 참조되고, 일반적으로는 그 단부에 함께 결합된 두 개의 평행 틴
(tine)을 포함한다. 이 틴은 판의 평면내에서 서로 대향하는 굽힘량을 진동시키기 위하여 압전적으로 제1
된다. 그 길이 방향축을 따라 인장 또는 압축력을 크리스탈에 인가하기 위하여, 그 고유 주파수는 바이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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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의 줄처럼 증가 또는 감소한다.

수정 결정은 매우 안정하고 확실한 전자 기계 장치이다. 그 주파수 및 정확한 주파수 측정 능력과 연합된 
유사 디지탈 출력 신호는 양호한 성능을 갖는다. 단일 수정 결정의 현저한 기계적 및 물리적 성능은 단단
한 반복성과 히스테리시스 없음 및, 양호한 열적 장기간의 안정성을 갖는 작용을 산출한다. 더욱이, 소변
위만이 높은 견고성과 석영으로 인한 장착 구조체에 유도된다.

진동자(oscitlator)는 석영 공명기를 구동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크리스탈의 동일한 전기적 파라메터가 
폭넓게 사용되는 튜닝 포크의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본 기술분야에 숙련된 자들에게 공지된 진동자는 크
리스탈의 작동을 위해 적합하다. 표준 일체식 증폭기를 사용하는 진동자는 기구로 사용하기 용이하다. 유
용한 진동 회로는 본 기술분야에 숙련된 자들에게 공지된 어떤 다양한 회로 형상을 통해 5 내지 15 볼트
(v)까지 공급할 수 있다.

양호하게, 수정 결정 변환기는 약 0.254cm 내지 2.54cm 정도의 범위이고, 가장 양호하게는 1.27cm 내지 
0.635cm  정도의 범위이다. 변환기의 주파수 범위는 주어진 작용에 따라 변화한다. 그러나, 20KHz  내지 
100KHz, 양호하게는 44KHz, 48KHz, 가장 양호하게는 86KHz 내지 94KHz의 주파수를 가장 양호하다는 것을 
알았다. 

본 발명의 하중 셀은 감지 수단으로부터 수신된 전기 신호를 평가하고 감지력의 적합한 양을 반사하기에 
적합한 다양한 회로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전기 신호에 선형 감응력을 제공하는 상기 목적에 상응하는 
어떤 회로는 본 발명에 따라 사용된다.

본 발명을 사용하기 유용한 회로는 휘트스톤 브릿지(wheatstone bridge) 형상과 같은 임피던스 회로 또는 
하중 셀 내에 있는 소자의 편향 신호를 제거하는 차등 회로이다.

휘트스톤 브릿지는 두 개의 대각선 코너를 가로질러 인가되는 전압을 갖는 평방 회로에 배열된 네개의 저
항 소자를 사용하고, 상기 신호는 다른 대각선 코너를 가로질러 측정된다.

제1도를 다시 참조하면, 평행 비임 구조체의 더 양호한 실시예가 참조된다. 필수적으로, 하중 셀의 상기 
실시예는 두 개의 감지 소자(52A,52B)와, 기판(40) 및, 상기 두 감지 소자가 하중 셀이 응력받을 때 동일
하게 영향받는 것을 보장하는 적합한 구조체로 작용한다. 다른 모드 효과는 동일하지 않는 센서(52A,52
B)와 외팔보 비임(42A,42B)에 영향을 미치는 센서상에 있는 가장 중요한 힘 또는 응력이다.

이 경우에, 중공 외팔보 비임(42A,42B,45)은 개구 하부측면(28)으로부터 발생하는 단일 기판(40)에 부착
되어 있다. 하중 셀은 가요성 비임과 고정 비임(46)의 상부 단부 사이에 부착된 감지 수단(52A,52B)을 통
하여 가요성 비임(42A,42B) 양쪽의 부착물을 통과하는 의탄성 크리프(anelastic creep) 뿐만아니라 탄성
의 모듈, 변화성 및 히스테리시스의 변경에 대해 보상될 수 있다. 이 순간에 모듈, 히스테리시스 또는 크
리프의 변경은 가요성 아암과 비례적으로 부착되는 고정 비임양자 사이에 감지 수단을 부착하기 위해 제
거된다.

특정 모드 또는 작동 이론으로 경계지어지는 세정없는 동안, 하중 셀은 브릿지 갭에 작은 스프링(42)을 
정렬하는 하중 지지 비임(45)을 갖는다. 이 작은 스프링(42)은 예를 들어 저체 하중에서 약 0.000005 인
치만 편향시키는 비교적 단단한 센서(52A 또는 52B)를 통해 전달되는 힘에 의해 하중 지지 비임(45)의 편
향 때문에 하중이 지지된다. 이 경우에, 전체 하중 셀은 약 0.015인치만 편향시킨다. 그런 다음 상기 센
서는 가공 물질의 탄성 모듈과는 독립적인 힘을 경험한다. 이 경우에, P가 하중이고, 평행 스프링에 의해 
발생된 총 하중은,

PT = P1 + P2

여기서, P1 은 비임(45)에 의해 발생된 하중이고, P2 는 스프링(42)이 의해 발생된 하중이다.

각 비임상의 하중은 그 편향성에 비례한다.

P1 = K1 Y2 및 P2 = K2 Y2

여기서, Y1 과 Y2는 인치인 각 편향성이고, K1 과 K2는 편향성의 인치당 하중을 나타내는 각 스프링 상수이

다.

연결 센서가 매우 높은 스프링 상수를 갖는다면 두 비임은 하중하에서 거의 동일한 편향성을 갖는다. 

Y1 = Y2 및 P1/K1 = P2/K2

각 비임의 스프링 상수는 조성식의 그 물질의 모듈러스에 비례한다.

K1 = C1E1 및 K2 = C2E2

여기서 C1과 C2는 비임 형상에 따른 상수이고, E1과 E2 는 각 탄성 모듈이다.

양 스프링의 물질이 동일하기 때문에, 상기 모듈은 동일하다.

E1 = E2 및,

P1/C1E1 = P2/C2E2

P2 상의 힘은 상기 센서가 연결 소자이기 때문에 상기 소자상의 힘과 동일하다. 따라서, 감지된 힘은 적용

된 하중에 비례한다.

P2 = P1C2/C1 = (P1 - P2)×C2/C  1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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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 = P1/C1 + C2/C1

여기서 C2 및 C1는 차원 계수, P2는 모듈 효과 없이 인가된 힘에 직접 관련된다.

따라서, 온도에 대한 모듈 감지성과, 의탄성 크리프(시간 중속 모듈 효과) 및, 정적 히스테리시스(모듈에 
따른 유래를 나타내는 내부 물질 마찰 효과)는 양 스프링의 구조체가 유사한 환경 효과와 응력 레벨을 참
조한다면 그리고 비선형 응력 스트레인 관계가 존재한다면 무시해도 좋다.

이들 하중 셀의 출력 신호는 이들 구조적 치수에 따라 거의 깨끗하고, 온도가 실행된다면 인가된 하중은 
힘 센서 성능을 실행하지 못한다. 하중 셀이 상기 센서와 같은 물질로 만들어지지 않을 때, 온도 변경은 
제로 시프트 형태인 힘 센서 신호에서 변경될 수 있다. 기압(barometric pressure)과 같은 다른 환경 효
과는 제로 안정성의 유사한 효과를 일으킨다. 이러한 환경 효과를 극복하기 위해, 밀접하게 결합된 제2힘 
센서가 일반적으로 유용하다. 제2힘 센서(52B)는 하중 비임(45)과 다른 평행 비임(42B) 사이에 장착되어 
있다. 이들 힘 센서는 제1힘 센서(54A)와 비교하여 부정적인 힘이다. 두 힘 센서 사이의 차이를 추출하기 
위해, 인가된 힘에 의한 출력은 이중이나, 양 센서(52A,52B)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 효과는 동일하게 제거
된다.

[응용]

청구된 본 발명은 어떤 굽힘 비임 형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비임은 기판에 단단히 부착되거나 또는 
지레(fulcrum)에 의해 지레 받침되거나 또는 지레 시스템을 혼합, 고정 또는 지지할 수 있다. 하중 셀은 
압축 또는 인장력 또는, 하중 셀상에 응력되는 양자에 따른다. 두개 이상의 비임을 같는 시스템에서, 본 
발명이 비임 사이에 첨가되는, 상기 비임은 고정된 부착물 양자를 기판에 고정시킨다. 대안적으로 한 비
임은 제1비임에 단단하게 부착된 다른 비임을 갖는 기판에 고정된 부착물이다.

본 발명은 또한 비임의 단단한 부착물을 상기 기판에 제공하지 않는 복수의 비임 시스템에 사용될 수 있
다. 이 적용시에, 복수의 평행 비임은 기판 아래쪽에 위치되거나 또는 걸려있을 수 있고, 요구된 하중 셀
은 비임과 기판 사이의 라인에 배치되어 있다. 상기 응용은 대형 생산, 가축업 등에 사용되는 스케일과 
같은 단일 포인트 스케일로 참조된다.

본 발명은 또한 트럭과 같은 대형 매스 또는, 집과 빌딩 등과 같은 대형 구조체물의 물체를 측정하기 위
해 사용될 수 있다. 이 경우에, 상기 비임은 비임을 따른 이음매에 부착된 셀을 갖는 비임의 양단부에 위
치된 두 지레상에 고정될 수 있다. 응력될 때, 본 발명은 감지 비임을 편향시키기 위해 요구된 힘을 감지
한다.

더욱이, 본 발명은 하나 이상의 엣지에 단단히 부착 또는 지레에 의해 지레 받침되는 편향판과 같은 복수
의 지레 시스템에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은 코일 현수 스프링 적용과 같은 두개의 축방향 하중 스프링 사이에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형
태의  시스템은  차량  지지  적용  또는  진동  흡수  시스템  즉,  충격  흡수에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응용에서, 평가될 힘은 상기 힘이 크기의 순간적으로 변경하는 환경에 따라 감지된다.

응력받을 때 편향되는 바와 같은 형수 시스템에서 본 발명은 하중과 기판 사이의 라인에 대한 각도로 위
치된 스프링을 갖는 라인에 수직하게 배치된 하중 셀상에 축방향 운동을 통해 압축 및 인장 작용을 제공
하는 복수의 스프링을 사용할 수 있다. 스프링의 두 세트 사이에 하중 셀을 위치 설정하기 위해, 하중 지
지 기구는 현수 호이스트(hoist)와 같은 대형 스케일 응용에서 힘을 감지할 수 있다.

본 발명은 또한 압력에서 감지 측정 또는 감지 변화로 이용할 수 있다. 절대압 또는 차압은 두 플랫폼 사
이의 라인에 상기 하중 셀을 위치 설정하기 위해 측정되고, 각 플랫폼은 벨로우즈와 같은 유지 스프링 시
스템에 고정된다. 절대압 시스템에서, 하중 셀은 압력 감지와 게이지 측정할 수 없는 지지 또는 반응 벨
로우즈와 팽창 벨로우즈에 의해 생성된 압축력에 따른다. 

차압 측정시, 본 발명의 하중 셀은 대향 유체 포트 사이에 차례로 위치 설정된 대향하는 벨로우즈 또는 
다이아프램을 갖는 라인에 위치 설정된다. 압력 측정시, 본 발명의 하중 셀은 두 개의 대향 유체원 사이
에 라인에 배치될 수 있다.

본 발명은 또한 히스테리시스에 의해 발생된 효과가 제거되는 비반본 경험과 같은 실험 응용의 가속시 운
동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파괴 시험(즉, 자동차 파쇄 시험)과, 폭파 시험등은 본 발명의  
하중 셀이 하중 지지 소자 사이에 또한 부착된 두 개의 하중 지지 소자 사이에 또는 그 외측에 부착된 매
스를 갖는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드 응용이다.

비틀림 또는 모멘트 감지는 본 발명의 하중 셀에 의해 달성된다. 차축, 모터 출력등(토오크를 발생하는 
어떤 운동)과 같은 응용에서, 상대 힘은 토오크 발생 소자와 축방향으로 배열된 반응 비틀림 소자 사이에 
하중 셀을 부착하므로써 본 발명의 하중 셀의 의해 감지된다.

비틀림 굽힘 등과 같은 어떤수의 다른 응용은 본 발명으로 가능하다. 하중 셀의 설계는 응용시 커다란 변
화성 및 환경 영향이 없는 힘의 감지가 요망되는 어떤 수의 기구를 통한 설계를 제공하는 것을 발견하였
다.

상기 기술, 실예 및 실시예는 본 발명의 현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본 발명의 많은 변경과 수정
이 본 발명의 정신과 영역으로부터 벗어남 없이 가능하므로 본 발명은 하기에 첨부된 청구범위에 전부 존
재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구멍내에 한정되고 베이스를 구비하는 내부벽을 포함하는 블록과, 제1 및 제2단부를 가지며 제1단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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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에 부착되고 제2단부에서 내부벽에 부착되며 상기 구멍에 걸려 있고 외팔보 비임을 구비하는 하중 
지지 소자와, 적어도 하나의 평면에서 하중 지지 소자로부터 이격되고 이에 평행한 캐패시티 지지 외팔보 
비임 및, 마찰 운동을 제거하는 방법에서 상기 하중 지지 소자와 캐패시티 지지 외팔보 비임 사이에 고정
된 힘 감지수단을 포함하고, 이에 의해 응력을 받을때, 하중 셀의 하중 지지 비임과 캐패시티 지지 외팔
보 비임의 평행한 편향성은 모듈러스 변경에 의해 보상되고 환경 응력에 의해 생성된 편향성의 변화를 허
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힘 감지 하중 셀.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하중 지지 소자와 상기 캐패시티 지지 외팔보 비임은 그 구조체내에 중심 개구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감지 하중 셀.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베이스와 상기 힘 감지 수단은 사작 중심 개구를 형성하기 위해 상기 하중 지지 소
자와 캐패시티 지지 외팔보 비임을 통해 결합되고, 상기 베이스와 상기 힘 감지 수단은 서로에 대해 대향
하고 평행하게 놓여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감지 하중 셀.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감지 수단은 접착제에 의해 상기 하중 지지 소자와 캐패시티 지지 외팔보 비임에 
고정된 압전 공명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힘 감지 하중 셀.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감지 수단은 서로 평행하게 놓여 있고 그 단부에 부착된 제1틴 및 제2틴을 구비하
는 압전 수정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감지 하중 셀.

청구항 6 

상부벽과, 하부벽 및, 제1 및 제2측벽에 의해 한정된 내부 개구를 갖는 입방 구조체와 상기 입방 구조체
의 내부 개구내에서 적어도 하나의 벽에 부착된 베이스와, 제1 및 제2단부을 가지고 제1단부에서 상기 베
이스에 부착되며 하중 지지 소자가 내부 개구를 가로질러 걸리도록 제2단부에서 입방 구조체 내부 개구중 
적어도 하나의 벽에 부착된 하중 지지 소자와, 상기 베이스에 부착되고 적어도 하나의 평면에서 하중 지
지 소자로부터 이격되고 이에 평행한 캐패시티 지지 외팔보 비임 및, 하중 지지 소자와 캐패시티 지지 수
단 사이에 부착된 힘 감지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힘 감지 하중 셀.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베이스는 굴곡부를 통해서 상기 내부 개구내에서 내부 개구 하부벽에 부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감지 하중 셀.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하중 지지 소자와 상기 캐패시티 지지 외팔보 비임은 그 구조체내에 중심 개구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힘 감지 하중 셀.

청구항 9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베이스와 상기 감지 수단은 사각 중심 개구를 형성하기 위해 상기 하중 지지 소자
와 캐패시티 지지 외팔보 비임을 통해 결합되고, 상기 베이스와 상기 감지 수단은 서로에 대해 대향하고 
평행하게 놓여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힘 감지 하중 셀.

청구항 10 

제6항에 있어서, 상기 감지 수단은 접착제에 의해 하중 지지 소자와 상기 외팔보 비임에 고정된 압전 공
명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힘 감지 하중 셀.

청구항 11 

제6항에 있어서, 상기 감지 수단은 서로 평행하게 놓여 있고, 그 단부에 부착된 제1틴 및 제2틴을 구비하
는 압전 수정 공명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힘 감지 하중 셀.

청구항 12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베이스는 내부 개구 하부벽에 부착되고, 상기 하중지지 소자는 상기 베이스에 부착
되고 상기 베이스로부터 제1 및 제2측벽에 평행한 상부 벽까지 걸려 있는 비임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힘 감지 하중 셀.

청구항 13 

제1 및 제2측벽에 결합되어 상부벽과 하부벽에 의해 한정된 개구를 갖는 입방 구조체와, 적어도 하나의 
개구벽에 부착되어 상기 개구내에 위치 설정된 베이스와, 상기 베이스에 부착되고 상기 입방 구조체 개구
의 평면내에 연장되는 제1캐패시티 지지 외팔보 비임과, 베이스에 부착되고 적어도 한 평면에서 제1캐패
시티 외팔보 비임으로부터 이격되고 이와 평행하며 상기 입방 구조체 개구내에 연장되는 제2캐패시티 지
지 외팔보 비임과, 제1 및 제2단부를 가지고 제1단부에서 부착되며 적어도 한 평면에서 제1캐패시티 지지 
외팔보 비임과 평행하고 제1 및 제2캐패시티 지지 외팔보 비임으로부터 이격되고 그 양자 사이에 위치 설
정되며, 상기 내부 개구를 가로질러 걸려 있는 제2단부에서 상기 내부 개구벽중 적어도 하나에 부착된 하
중 비임과, 제1캐패시티 지지 외팔보 비임과 하중 비임 사이에 부착된 제1변위 감지 수단과, 하중 비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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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캐패시티 지지 외팔보 비임사이에 부착된 제2변위 감지 수단을 포함하며, 이에 의해 응력을 받을 때 
힘의 범위를 통한 하중 셀은 미소 모드 신호와 분리되는 공통 모드 신호를 생성하는 제1 및 제2센서 수단
의 독립 신호 공정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힘 감지 하중 셀.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공통 모드와 상기 미소 모드 신호를 수용하고 처리하기 위한 회로 수단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힘 감지 하중 셀.

청구항 15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은 굴곡부에 의해 상기 내부 개구 하부벽에 부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힘 감
지 하중 셀.

청구항 16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하중 비임은 굴곡부에 의해 제2단부에서 상기 내부 개구 상부벽에 부착된 것을 특
징으로 하는 힘 감지 하중 셀.

청구항 17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입방 구조체 상부 및 하부벽은 제1 및 제2측벽의 결합점에서 굴곡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감지 힘 하중 셀.

청구항 1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하중 지지 소자는 적용력으로 인해 상기 하중의 편향축과 평행한 축에서 상기 구멍
을 가로질러 걸리도록 배열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힘 감지 하중 셀.

청구항 1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하중 셀 베이스는 상기 내부 벽으로부터 상기 구멍 안으로 연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힘 감지 하중 셀.

청구항 20 

제1 및 제2측벽에 결합되어 상부벽과 하부벽에 의해 한정된 내부 개구를 갖는 블록과, 하중 비임과 캐패
시티 지지 외팔보 비임 사이에 부착된 수정 공명기를 포함하고,  상기 블록은 상기 블록 내부 개구벽에 
부착된 베이스와, 내부 개구를 가로질러 걸리고 제1 및 제2단부를 갖는 하중 비임 및, 상기 베이스에 부
착되고 상기 하중 비임과 평행하게 배향되며 상기 하중 비임으로부터 이격된 캐패시티 지지 외팔보 비임
을 구비하고, 상기 하중 비임 제1단부는 상기 베이스에 부착되고, 상기 하중 비임 제2단부는 상기 블록 
내부 개구 상부벽에 부착되어 있으며, 상기 베이스와 수정 공명기는 개구를 형성하기 위해 상기 베이스와 
캐패시티 지지 외팔보 비임을 통해 결합되고, 서로에 대해 대향하며 평행하게 놓여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힘 감지 하중 셀.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블록은 모노리식(monolithic)  구조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힘 감지 하중 
셀.

청구항 22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수정 공명기는 에폭시 접착제에 의해 하중 지지 비임과 캐패시티 지지 비임에 부
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힘 감지 하중 셀.

청구항 23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수정 공명기는 수정 이중 단부 튜닝 포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힘 감지 하중 셀.

청구항 24 

제1 및 제2측벽에 결합된 상부 벽과 하부 벽에 의해 한정된 내부 개구를 갖는 블록과, 하중 지지 비임과 
제1캐패시티 지지 외팔보 비임 사이에 부착된 제1수정 공명기 및, 하중 지지 비임과 제2캐패시티 지지 외
팔보 비임 사이에 부착된 제2수정 공명기를 포함하고, 상기 블록은 상기 블록 내부 개구 하부벽에 부착된 
베이스와, 상기 내부 개구를 가로질러 걸려 있고, 제1 및 제2단부를 갖는 하중 비임 및, 상기 베이스에 
부착되고 상기 하중 비임과 평행하게 배향되며 상기 하중 비임으로부터 이격된 제1캐패시티 지지 외팔보 
비임 및, 상기 하중 비임이 제1 및 제2캐패시티 지지 외팔보 비임에 끼이도록 상기 하중 비임과 평행하게 
배향되고 상기 베이스에 부착되고 상기 하중 지지 비임으로부터 이격된 제2캐패시티 지지 외팔보 비임을 
구비하며, 상기 하중 비임 제1단부는 상기 베이스에 부착되고, 상기 하중 비임 제2단부는 상기 블록 내부 
개구 상부벽에 부착되어 있고, 상기 베이스와 제1수정 공명기는 개구를 형성하기 위해 하중 비임과 제1캐
패시티 지지 외팔보 비임을 통해 결합되고, 서로에 대해 대향하며 평행하게 놓여 있으며,  상기 베이스와 
제2수정 공명기는 개구를 형성하기 위해 하중 비임과 제2캐패시티 지지 외팔보 비임을 통해 결합되고, 서
로에 대해 대향하며 평행하게 놓여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힘 감지 하중 셀.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블록은 모노리식 구조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감지 하중 셀.

청구항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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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항에 있어서, 제1 및 제2수정 공명기는 에폭시 접착제에 의해 각각 하중 지지 비임과 제1 및 제2캐패
시티 지지 비임에 부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힘 감지 하중 셀.

청구항 27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수정 공명기는 수정 이중 단부 튜닝 포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힘 감
지 하중 셀.

청구항 28 

내부에 구멍을 갖는 블록과, 상기 블록 구멍에 걸려 있는 하중 지지 스프링과, 상기 블록 구멍내에서 하
중 지지 스프링에 평행하게 위치 설정되는 캐패시티 지지 스프링 및, 마찰 운동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상
기 하중 지지 스프링과 캐패시티 지지 스프링 사이에 부착된 힘을 감지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고, 이에 
의해 응력을 받을 때 하중 셀의 상기 캐패시티 지지 스프링과 하중 지지 스프링의 평행한 편향성은 모듈
러스의 변경에 의해 보상되고, 주위 환경 응력에 의해 생성된 편향성의 변화에 의해 허용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힘 감지 하중 셀.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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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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