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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축 유정압 이송계의 안내면 형상오차 측정
Measurement of Guide Rail Profile Error for long Hydrostatic Feed Dr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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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유정압 베어링은 안내면과 베어링 사이에 공급

되는 유체막을 이용하여 마찰로 인한 이송력의

손실이 적고, 넓은 면적에 압력이 분포되는 평균화

효과로 운동정밀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1] 따라서 최근 고정밀도가 요구되는 대형

미세가공 장비의 개발과 함께 장축 유정압 이송계

의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유정압 이송계는 구동부(리니어모터, 볼스크류/

회전모터), 베어링부, 안내면부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이 요소들 중 안내면의 형상오차가 이송테이

블의 이송 정밀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

다. 그러므로 직선 이송계의 안내면 형상오차 측정

은 이송계의 이송 정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

과정이다.[2]

Fig.1 Roll Lathe Layout

본 연구에서는 Fig. 1[3]의 총 2400mm 이송거리

를 갖는 고중량 대면적 롤 금형 가공기의 안내면

형상오차 측정을 위한 측정 원리, 측정실험 및 측정

결과를 소개한다.
    

2. 안내면 형상오차 측정
연속적인 형상오차 측정을 위해 혼합 축차2점법

[4]을 적용하였다. 혼합 축차2점법의 경우 정전용

량형 변위센서와 레이저 간섭계를 이용한 측정방

법으로 측정 치구의 회전오차를 레이저 간섭계로

부터 얻은 각운동오차로 보정하는 원리이다. 이
방법은 오토콜리메이터나 레이저 간섭계를 이용

한 방법보다 외부 환경적 영향에 의한 영향을 덜

받으며 연속적인 측정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Fig. 2와 수식 (1), (2)에 혼합 축차2점법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안내면 형상오차(r)와 운동오차(e)를
나타내었다. 이 때 RA, RB는 정전용량형 변위센서

의 변위 측정값이며, θy는 레이저 간섭계로 측정된

각운동오차이다.    

Fig.2 Concept of mixed sequential two point method

                                      (1)
                                      (2)

Fig. 2는 안내면 형상오차 전용 치구를 이용한

실험을 보여준다. Fig. 2에서 볼 수 있듯이 측정장치

는 별도의 안내면 없이 측정면을 안내면으로 사용

하고 있다. 또한 두 안내면 사이를 이동하며 설치된

네 개의 정전용량형 변위센서로 두 안내면의 형상

오차와 평행도 오차를 동시에 측정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측정장치는 DD모터를 이용하여 구동

시켰고 타이밍벨트와 풀리를 이용하여 연결하였

다. 그리고 안내면과 접촉되는 네 개의 면에는 공기

베어링 패드를 사용하여 측정면과 일정 간극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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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 마찰을 최소화 하였고 간극은 가는 피치 볼나

사를 이용하여 조정하도록 설계하였다. 

Fig. 3 Experiment for measurement rail profile 

3. 측정결과 및 분석

Fig. 4는 측정 시스템의 센서 설치 개략도이다. 
두 안내면 중 하나의 면을 기준면으로 설정하고

다른 한 안내면을 종동면으로 설정하였다. Fig. 5는
이번 실험으로부터 얻은 안내면 형상오차 측정결

과로 기준면은 8.26㎛, 종동면은 9.80㎛의 비슷한

수준의 형상오차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기준면은 전체적으로 음의 방향으로 휘어있었고, 
종동면은 350mm와 1800mm 부근에서 안내면 형상

이 급격하게 변하였다. 이 원인은 안내면과 베드를

볼트 체결로 조립할 때 발생하는 변형으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또한 두 안내면의 평행도 오차

는 1.13㎛/m이며 자세한 수식 설명 및 결과는 생략

한다.  

Fig. 4 Schematic of measurement system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고중량 미세 패턴 롤 가공기의

직선 운동 안내면의 형상오차와 평행도 오차 측정

을 위한 측정실험 및 측정결과를 제시하였다. 혼합

축차2점법을 이용하여 안내면의 형상오차를 측정

한 결과는 8.26㎛(기준), 9.80㎛(종동) 이고 두 안내

면의 평행도 오차는 1.13㎛/m이다. 향후 이 결과는

시작품의 교정을 위한 기본 자료가 될 것이며 또한

실험에 적용된 공기 베어링을 이용한 안내면 측정

장비의 개념은 차후 다른 장비의 안내면 측정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Fig. 5 Result of rail profile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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