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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축 CNC 교육용 공작기계 개발

Developed 3-axis Educational CNC Machine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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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developed for processing complex features using CAM software 

that satisfies precision for example practice and related qualification tests suiTable for 

CNC training purposes. In addition, functions such as location control, speed control, 

and processing path generation, which are the main functions of CNC machining 

machines, were constructed using small equipment parts, servo motors, inverters, 

general purpose PCs, and commercial NC software and researched with the goal of 

developing low-cost education equipment. In the static accuracy inspection, the degree 

of machine when measuring the parallelism of the X, Y and Z axes and the vibration 

of the main shaft did not reach the allowable value. However, we have obtained a 

finished product that satisfies the CNC machine book sample shape machining, 

detailed functions of the position control function of the CNC machine tool, linear 

interpolation function, circular interpolation function, and tool offset function. In the 

qualification test shape processing, a shape with a degree of 1/100 mm was processed 

to obtain position accuracy that satisfied the tole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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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산업현장에서는 CNC공작기계를 이용하여 기능 

및 CNC 프로그램의 각종 코드 사용법등을 충분

히 이해한 후 고가의 CNC공작기계를 활용하여 

정밀도의 부품을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는 전문숙련 

인력을 요구하고 있다. 전문숙련 기술인력은 교육

을 통하여 기업에 보내어 짐으로 교육현장에서의 

CNC공작기계교육은 기계과 및 이에 준하는 학과

에서 CNC선반, 머시닝센터 등의 대표적인 CNC

공작기계를 대상으로 많이 보급되어진 장비 위주

로 현장의 CNC전문기술인력요구에 맞추어 CNC

관련 교육을 하고 있다. 하지만 고가의 CNC장비

를 충분히 보유할 형편이 되지못하여, CAM소프트

웨어로 모델링한 후 NC데이터 생성 후 절삭조건

에 맞는 설정 후 제한된 인원의 순환 실험 실습을 

하고 있다.[3,4]

본 연구는 CNC교육용에 적합한 예제 실험 실

습 및 관련 자격시험에 대응 정밀도 만족하는 

CAM 소프트웨어와 연동하여 복잡한 형상의 가공

이 가능 하도록 역점을 두어 고가의 CNC공작기

계의 주요기능인 위치제어, 속도제어, 가공경로 생

성 등의 기능을 소형의 기구부, 서보모터, 인버터, 

범용PC와 상용 NC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개방형 

NC시스템을 구성하여 저가형 교육장비개발에 목

표를 두고 연구하 다. 

2. 관련이론

CNC는 소형의 마이크로컴퓨터를 내장한 수

치제어 공작기계를 뜻하며 가공하고자 하는 도

면 정보에 대한 수치나 기호로써 구성된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공작기계의 운전을 자동 제어하

는 것을 말한다.[1,2] CNC공작기계의 구성은 

NC코드를 펄스열신호로 변환하는 정보처리장치

(CNC장치), USB메모리 및 RS-232C 통신을 이

용 NC코드를 정보처리장치로 보내는 데이터의 

입출력장치, 서보기구 및 입출력기기의 시퀀스 

처리를 하는 강전 제어반, 공구교환장치 및 주

축의 공작물 고정에 쓰이는 공⋅유압유닛, 서보

모터(Servo motor), 주축대와 기계본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3,4]

CNC공작기계의 정보흐름은 Fig. 1과 같으며, 

작성자가 도면을 보고 CNC프로그램을 작성하여 

RS-232C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CNC기계의 정보

처리회로에 전달하면, 정보처리 회로에서 처리하

여 결과를 펄스신호로 출력하여 이 펄스 신호에 

의하여 서보 모터가 구동된다. CNC공작기계의 제

어기능은 최근 CNC에서는 CNC에 필요한 각 기

능이 각각 전용의 마이크로프로세서에 내장된 모

듈로 독립되어 있으며, 각각의 모듈은 Fig. 2와 

같이 32비트 또는 64비트의 데이터 폭을 가진 멀

티 테스크 버스로 연결되어 CNC의 연산처리의 

고속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3,4] 

Fig. 1 Information Flow of CNC Machine.

Fig. 2 Control Function of CNC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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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범용 PC기반 교육용 CNC공작기계 

개발

Fig. 3은 기존 CNC공작기계의 정보흐름구성을 대

략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제품의 형상에 따라 NC코드

를 수동 또는 CAD/CAM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동으

로 G-코드 생성 후 전용의 NC컨트롤러에 입력 및 

전송 후 가공하는 공정을 나타낸 것이다. 

Fig. 4은 기존 CNC공작기계의 지령데이터를 받

아 데이터를 처리하여 서보기구에 펄스 신호를 보내

고 피드백 신호를 받는 과정을 나타내었으며, Fig. 

5은 개방형 소프트웨어인 ArtSoft사의 Mach3를 이

용하여 범용 컴퓨터를 통해 각 X, Y, Z축 서보모터

를 제어하게 한다. 각 축의 위치신호는 엔코더에 의

해 서보 앰프로 피드백 되어 반폐쇄 회로를 갖추었

다. 또한 기구부를 소형화 하 으며, 기존 CNC공작

기계와 동일한 사용자인터페이스를 구성하고 모니

터링 할 수 있도록 하 다. 이러한 개방형 CNC시스

템을 개발하기 위해 Fig. 6, Fig. 7과 같이 수동밀링

을 재구성하 다.[6] 

Fig. 3 Information Flow ConFiguration of Existing 

CNC Machine 

Fig. 4 Information Flow ConFiguration of Open 

NC System

Fig. 5 Open Software Mach3

Fig. 6 ConFiguration of Low-cost NC System

Fig. 7 Low-cost External NC System Reconstructing

the Manual Mi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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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구부 및 위치제어부

4.1 기구부

기구부는 Fig. 8과 같이 592 × 510 × 450 

mm이며, 120 × 120 × 50 mm의 소재를 가공

할 수 있도록 기존 수동밀링머신 베이스를 이용하

으며, 조립에 필요한 부품은 Table 1에 나타내

었다. 정밀도 향상을 위해 사각나사를 X축, Y축, 

Z축을 리드 5mm의 전조볼나사로 교체해 백래쉬 

제거하여 정밀도를 향상 시켰다. 또한 리니어 가

이드 유닛을 이용 각 축을 지지해 평행도 및 직각

도를 향상시켰다. 

Part name Model name Quantity

Rolled Ball Screw
MISUMI, 
BSBR25

1 per shaft

Joint unit
MISUMI, 
BJS-15A

1 per shaft

Coupling
MISUMI, 
SCPS-46

1 per shaft

Support unit 
Supoort Shaft

MISUMI, BU-8 1 per shaft

Linear guide unit
MISUMI, 

LSGSB-16
2 per shaft 

Table 1. Mechanism Parts

4.2 서보기구부

위치결정제어란 기계장치를 설정된 속도로 이동

시켜서 현재위치로부터 설정된 위치에 정확하게 

정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어로서, 각종 

서보모터 구동 장치나 스태핑 모터 제어 구동 장

치에 연결되어 위치 결정 펄스열 신호에 의해 고

정밀도의 위치제어를 의미한다. 위치결정제어는 

컴퓨터와 모션제어카드를 이용하는 방법, 전용 위

치결정장치를 이용하는 방법, PLC의 위치결정 모

듈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크게 나누 어 진다. 위 

제어방법 모두 위치제어용 전용 모듈과 서보모터 

및 서보 앰프를 사용해야 한다.[5,7]

본 개발에서는 Fig. 9와 같이 미쓰비시사의 엔

코더 분해능 131,072 Pules/rev를 가진 서보앰프 

MR-J3S-20A와 엔코더 분해능 262,144 Pules/rev, 

정격회전속도 3,000 r/min, 정격출력 200W 서보

모터 미쓰비시사 HF-23을 사용하여 시스템을 구

성하여 1/100 mm로 고정밀 위치결정 및 토크 

구현이 가능하도록 하 다.[2,4]

Fig. 9 Wiring of Servo Amplifier and Motor

또한 서보를 이용하여 위치제어를 위해 Fig. 10

에서 F0은 상위제어기인 PC에서 보내는 위치제어

용 지령펄스로서 5,000 Pulse/rev를 보낸다. 또한 

임의의 배율로 기계를 이동하기 위해 서보 앰프 Fig. 8 Low-cost NC System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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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에서 전자기어비를 설정해야 한다. 전자기어비는 

기계시스템의 위치 정밀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서보앰프 및 상위제어기(PC)의 파라미터이다. Fig. 

11은 서보앰프측 전자기어 파라미터 블록도이고 

전자기어비는 

 〈


파라미터

파라미터 〈

의 설정값 범위에 있어야 한다. 만약 설정범위를 

초과한 값을 설정하면 가감속시에 소리가 나거나, 

설정한 속도로 운전할 수 없다. 전자기어비를 구

하기 위한 기계사양은 Table 2에 나타내었으며, 

지령 1 Pulse당 0.001 mm 이동하기 위해서 전

자기어비의 설정은 CDX=32768, CDV=625이며 

구하는 식은 (1)과 같다.




 ÷ 펄스당이동거리
감속비역수 × 

÷ 

× 
 

           





           (1)

Fig. 10 ConFiguration of Ball Screw and Servo 

Amplifiers

Fig. 11 Electronic Gear Parameter Block Diagram 

of the Servo Amplifier

Lead of Ball screw(Pa) 5 [mm]

PC Command pulse(F0) 5000 [Pulse/rev]

PC Command pulse(F0) 262144 [Pulse/rev]

moderating ratio (n) 1

Table 2. Machine specification

4.3 주축속도제어

절삭공구가 부착된 주축을 속도제어하기 위해 

Fig. 12와 같이 단상 25W 인덕션모터와 미쓰비시

사의 인버터(FR-700)를 연결하여 토크 2 kgf⋅cm, 

속도 0∼1600 RPM 으로 주축 스핀들 가변속도

를 제어 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Fig. 12 Wiring of Inverter and Induction Motor

또한 인버터의 정⋅역 및 주파수 지령 파라미

터는 미쓰비시 오토메이션의 인버터(FR700시리즈)

메뉴얼을 참조하 으며, 인버터의 정⋅역 기동은 

인버터의 제어회로 단자에서 시동지령을 할 수 있

도록 하 고 주파수 지령은 전압 0∼10V의 전압

출력기기에서 주파수를 설정 할 수 있도록 하 다.

4.4 PC 및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개방형 NC시스템의 구현에 인텔의 PC를 사용

하 다. 본 시스템의 PC와 하드웨어장치는 Fig. 

13의 25 pin 패러렐 포트를 1-9, 14, 1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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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ut pin, 10-13, 15 input pin, 18-25 

common pin을 통해 Fig. 15와 같이 서보 드라

이버 펄스열 신호, 디지털 I/O 및 각종 리미트 센

서 신호, 주축 인버터 제어신호를 Fig. 14의 인터

페이스 보드를 통해 인터페이스 되도록 구성하

다. 또한 G코드 및 F코드, S코드 등을 리얼타임으

로 계산하여 그에 따른 펄스열을 발생하는 컨트롤

러를 ArtSoft사의 MACH3 응용소프트웨어로 만들

었으며, 기존 CNC시스템의 프로그램, MDI, Tool 

Path, Offset, Setting, 진단모드 등의 기능을 

Windows XP의 데스크탑 환경에서 사용가능하도

록 Fig. 16과 같이 사용자 GUI를 만들었다. 

Fig. 13 Parallel Port Pin Functions

Fig. 14 Interface Board Circuit Diagram

Fig. 15 Wiring of Amplifier and Board and the 

External Length

(a) Program mode (b) MDI mode (c) Tool Path mode

(d) Offsets mode (e) settings mode (f) settings mode

Fig. 16 Mach3 User G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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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과 및 토의

3축 교육용 개방형 NC시스템은 수직CNC시스

템의 시험 및 검사방법 KS B 4408를 준용하여 

정적정밀도를 검사하고, 공작정밀도 및 기능검사

는 Catia V5를 이용하여 형상을 모델링하 으며, 

CAM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NC Data를 생성하

여 형상 가공하여 5회 측정 후 평균값을 산출하

여 정밀도 및 기능을 실험 하 다.

5.1 정적정밀도 검사

Table 3은 수직CNC시스템의 시험 및 검사방법

으로 KS B 4408 준용하여 Fig. 17과 같이 인디

케이트로 검사하여 정적정밀도를 검사하여 측정값

을 얻었다. X, Y, Z축의 평행도 및 주축의 흔들림은 

KS B 4408의 허용치에 들지 않았다.  

5.2 정밀도 및 기능 실험

기능검사는 직선보간기능, 원호 보간기능, 공구 

Offset 기능 등을 모두 포함한 Fig. 17과 같은 형

상을 선택하여 Catia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형상 

모델링 후 황삭은 평앤드밀 지름 8 mm, 회전수 

1000 rpm, 이송속도 90 mm/min, 절입량 2 

mm로 1차가공후 정삭은 볼앤드밀 지름 3mm, 

Inspection Item
Tolerance

[mm]
Result
[mm]

Measuring 
instrument

Top view on Table
Left⋅Right

0.040/M
0.1

Level
Before⋅After 0.1

Motion in the Table X-axis direction and 
parallel to the Table surface

0.012/300 0.06 Dial indicator

Motion in the Table Y-axis direction and 
parallel to the Table surface

0.012/300 0.04 Dial indicator

Squareness of the x-axis and y-axis 
movements

0.012/300 0.04 Dial indicator

Spindle shake 0.008 0.05 Dial indicator

Table 3. Test and Inspection Method of Vertical CNC System

(a) drawing

(b) Rough Cutting (c) Finished Cutting

Fig. 17 Other 2.5D Shape Finished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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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수 1200 rpm, 이송속도 60 mm/min, 절입

량 0.1 mm로 절삭조건을 설정 후 NC가공데이터

를 생성하여 개발한 3축 교육용 공작기계로 가공 

후 원호보간기능, 직선보간기능, 공구Offset기능을 

자격증 대비 조건에 만족하는지를 검사하 다. 측

정장비는 Fig. 19의 다이얼 인디케이터(Indicator)

와 Fig. 20의 3차원 측정기를 사용하 으며, 3차

원 측정기는 ㈜덕인의 PH20으로서 사양은 Table 

4와 같으며, Fig. 21과 같이 위치별로 3차원 측정 

평균 결과값은 Table 5에 나타내었다.

측정결과 만족하는 결과로 가공되었으며, 여러

개의 형상을 가공하여 형상 가공시 X, Y, Z축의 

동시제어를 원활히 하는지 실험하여 복잡한 형상

의 가공품도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Fig. 18 3D Measurement

Fig. 19 Dial test indicator

Fig. 20 3D Measuring instrument

Model 564

Measuring range(mm)

X 500

Y 600

Z 400

Resolution(㎛) 0.1

Maximum permissible error per 
ISO 10360-2(㎛, Lmm)

E 1.9+L300

P 1.9

Maximum velocity(mm/s) 400

Air requirements(kg/㎠, l/mm) 4, 25

Maximum workpiece weight(kg) 300

Table 4. Specification of 3D Measuring instrument



3축 CNC 교육용 공작기계 개발 635

Measure
position

1 2 3 4 5

Orignal data
[mm]

Φ16 5 R15 R10 100°

c
o
u
n
t

1 15.986 5.012 15.011 10.012 100.017

2 15.978 5.011 14.989 10.009 100.019

3 15.982 5.012 15.014 10.019 100.015

4 16.019 5.014 15.015 10.013 100.018

5 15.979 5.013 15.013 10.012 100.019

average data 15.989 5.012 15.007 10.013 100.017

error range[mm] -0.01 0.01 0.01 0.01 0.02

Table 5. Measure result

2

1

3

5

4

Fig. 21 Measurement position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CNC의 주요기능인 위치제어, 

속도제어, 가공경로 생성등의 기능을 소형의 기

구부, 서보모터(HF-23, MITSUBISHI사), 인버터

(FR-700,　MITSUBISHI사), 범용PC와 상용 PC-NC

소프트웨어(Mach3, Artsoft 사)를 이용하여 고가

의 CNC시스템을 대체할 활용도 높은 저가의 교

육장비를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제작하여 다음

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정적정밀도 검사에서는 X, Y, Z축의 평행도 및 

주축 흔들림에서 KS B 4408을 준용하여 측정하

으나, 기계의 정도는 허용치에 미치지 못하 다.

하지만 예제형상 가공으로 CNC공작기계 위치

제어기능의 세부기능인 직선보간기능, 원호보간기

능, 공구Offset기능을 만족하는 완성품을 얻었다.

자격 시험 대비조건에 만족여부에서는 1/100 

mm의 정도를 가지는 형상을 가공하여 허용범위

를 만족하는 위치정밀도를 얻었다.

또한 X, Y, Z축의 동시제어를 원활히 하는지 

실험하여 복잡한 형상의 가공품도 가능 하 다.

참고문헌

[1] U.H. Kim, “A Study on the Fabrication of 
Accessories Using CNC machine”, Doctorate 
Thesis, Kaya University, pp. 7, (2019)

[2] B.G. Lee, “CNC programming and machining 
with examples”, Publication the science and 
technology, PP. 14, (2008)

[3] S.W. Jang, “Reseacch for the development of 
low cost education device using the openning 
NC system”, A Thesis for a Master, 
K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2015)

[4] Lee, Y.S., “CNC Machining Method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pp. 
1-30, (2013)

[5] “Servo Amplifier(J3-A) Manual”, MTISUBISHI 
automation

[6] “Invert(FR700 Series) Manual”, MTISUBISHI 
automation

[7] W.B. Jeong, “Positioning control:by using 
melsec-Q PLC & QD75”, Publication the 
Korea Polytechnic University, (2007)

(접수: 2019.10.08. 수정: 2019.11.26. 게재확정: 2019.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