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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GUM(Guide to the Expression of Uncertainty in 

Measurement)(1)가 출판되고 불확도 개념은 

센서의 교정이나 측정 분야에 빠르게 

적용되었다. 본 논문은 축방향 하중에 따른 

볼스크류 너트부의 강성 측정에 대한 불확도 

추정에 대하여 기술한다. 볼스크류에 하중을 

가하여 너트부에서 발생하는 변형량을 

측정하여 강성값을 도출하며 측정 시 볼스크류 

축의 틸팅(Tilting)에 의해 발생하는 오차를 

보상하였다.(2,3) 측정값의 신뢰구간을 구하기 

위해 불확도 개념이 적용되었으며, GUM 

방법(1,4)이 사용되었다. 각 불확도 요소들의 

표준 불확도는 A 형 B 형 평가를 통해 

도출되며 감도 계수, 확장계수 등의 적용과 

불확도 증식을 통해 확장 불확도가 추정 된다. 

 

2. 볼스크류 강성 측정 
 

Fig. 1 에 보이는 강성 측정장치의 상단에는 

볼스크류 너트부가 체결되며 볼스크류 축 

하단에는 유압 하중 장치가 설치 되어 있다.  

 

 
Fig. 1 Measurement system of Ballscrew nut stiffness 

그리고 하중의 측정을 위해 유압실린더와 

볼스크류 축 사이에는 로드셀이 설치되어 있다. 

하중이 작용할 때 장치 상단에서는 5 개의 

변위센서(Tesa, GT21HP)가 볼스크류 축의 

변형량을 측정한다. 변위센서의 타겟은 

볼스크류 축과 결합되어 A 센서가 너트부에 

대한 타겟의 축방향 이동을 측정하며 4 개의 

변위센서 B,C,D,E 는 타겟의 반경방향에서 

볼스크류 축의 틸팅 오차를 측정한다. 정확한 

강성 측정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틸팅 

오차를 보상하여야 한다. 변위센서 B,C,D,E 는 

센서 타겟의 틸팅 각도 θ , φ를 측정하고 

동차변환행렬(Homogeneous Transformation 

Matrix)을 사용하여 너트부 CS1 에서의 변위를 

계산하였다. 

 

 

3. 측정 불확도 
 

GUM 에 의한 측정 불확도의 추정 순서는 

Fig. 2 와 같이 진행된다. 강성 측정의 불확도 

추정에 관련하여 수학적 모델과 불확도 모델이 

존재한다. 수학적 모델은 앞서 언급한 실험 

데이터에서 틸팅오차를 보상하며 강성값을 

도출하는 일련의 공식이며 이 모델에서 

불확도를 포함하는 요인들을 불확도 모델의 

입력 파라미터로 정의한다. 각 입력 

파라미터의 표준불확도는 파라미터의 특성에 

따라 A 형 평가와 B 형 평가에 의해 구할 수 

있다. A 형 평가는 반복된 관측값으로부터 

통계적인 분석을 통해 불확도를 평가하며 B 형 

평가는 수학적 모델에서 고정 상수로 가정된 

값에 의하여 발생하는 계통오차에 의한 

불확도를 평가한다. 감도계수(Sensitivity 

coefficient)는 결과가 특정 입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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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도를 나타내며 각 표준 불확도에 

감도계수를 각각 곱하여 각 파라미터의 불확도 

기여량(Uncertainty contribution)을 구한다. 이는 

불확도 증식에 의하여 합성표준불확도로 

결합되며 포함인자(Coverage factor)를 곱하여 

확장 불확도(Expanded uncertainty)를 얻게 된다. 

 

  

       (2)

 
 

    (3) 

 

 
Fig. 2 Flow Chart of Uncertainty Estimation 

 

 
Fig. 3 Experimental stiffness with Measurement 

Uncertainty 

측정된 하중과 변형량은 A 형 평가를, 

그리고 센서의 불확도, 센서의 설치오차, 

환경온도의 불확도는 B 형 평가를 수행하였다. 

B 형 평가에 의한 불확도는 균등분포(Uniform 

distribution)의 형태로 가정되었다. 식 2 는 각 

입력 파라미터의 불확도 기여량을 구하기 위한 

표준 불확도와 감도계수에 대하여 나타내며 식 

3 은 불확도 증식에 의해 합성 표준 불확도를 

구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95.45%의 포함확률을 

가지는 포함인자 k=2 를 적용하여 확장 

불확도를 구하였으며 그림 3 은 측정 강성값과 

각 하중에서의 확장 불확도를 나타낸다. 

 

4. 결 론 
 

볼스크류 강성 실험을 통해 각 하중 

조건에서의 강성값을 구하였으며 GUM 을 

사용하여 강성값의 불확도를 추정하였다. 측정 

데이터의 불확도, 각 센서의 불확도, 센서들의 

정렬불확도 등의 입력 파라미터가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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