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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sed on accurate image processing technology, a system for measuring displacement 

in ㎛ for drive error (position error, straightness error, flatness error) at a distance 

using parallel light and image sensor is developed, and a system for applying this 

technology development to a large 3D rapid prototyping machine and compensating in 

real time is developed to dramatically reduce the range of measurement error and 

enable intelligent 3D production of high quality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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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연구개발에 있어 3D 프린터는 개발 시간을 절

약하고 개발금액을 절감하는 필수 아이템으로 자

라잡고 있다. 기존엔 금액적 부담으로 인해 소형 

3D 프린터에서 축소 제작하고, 조립하여 개발품의 

특성을 검토하는 방식을 이용해 왔다. 그러나 3D 

프린터의 형화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 그 조형 

크기도 가로, 세로, 높이가 3m 이상도 가능해졌

다. 그로인해 개발품을 실제 크기로 조형하여 검

토할 수 있어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정  조형이 가능한 지능형 형 3D 프린터를 

개발하였고, 정 도와 조형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

해 밸트구동에서 볼스크류 구동장치로 변경하는 

등 여러 가지 요소부품들을 변경하였다. 

필라멘트를 녹여 사출하여 적층하는 FDM 방식

의 3D 프린터는 노즐(nozzle)과 바닥면(bed)의 간

격이 적절하지 않으면 노즐에서 나온 녹은 플라스

틱이 바닥에 제 로 안착을 하지 못하는 문제를 

일으킨다.

조형물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조형물의 치수 

정 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조형

물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조형물 바닥판(main 

base bed)의 평탄 정 도도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 한 영상처리 기

술을 바탕으로 평행광과 이미지센서(image sensor) 

를 이용하여 원거리에서 구동오차, 즉 위치오차

(position error), 진직도오차(straightness error), 

평탄도오차(flatness error)에 한 ㎛ 단위의 변위

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1.5m급 형 3D 쾌속조형기에 본 기술개발을 적

용하고 실시간으로 보상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

써 측정 오차 범위를 기준 치수 내로 감소시켜, 최

종적으로 고품질의 시작품제작을 가능하게 하였다. 

2. 본론 

2.1 대형 3D 프린터 개발 

형으로 조형할 수 있도록 1.5m급 형 3D 

프린터를 개발하였고, 조형물의 정 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를 하였다.

Fig. 1 Large-scale 3D printer

조형물이 안착할 수 있는 바닥판을 Fig. 1과 같

이 제작하였다. 바닥판의 재질은 열변형이 적은 

알루미늄 15T를 사용하였고, 바닥면의 크기는 1600 

mm×1600mm로 제작하였다.

Fig. 2 Manufacturing to Main base bed

Fig. 3과 같이 알루미늄 프로파일 가로, 세로

80mm를 이용하여 작은 진동을 견딜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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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ain frame of Large-scale 3D printer

Fig. 4 Transfer device of ball screw type

Fig. 4와 같이 고속 정  이송이 가능하도록 기

존의 밸트 타입의 이송장치를 볼 스크류를 이용한 

이송시스템으로 개발하였다. 1m 이송 시 왕복 이

송 정 도는 ±0.2mm 이내의 오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하였다. 

Fig. 5 Nozzle for 3D printer of 1.5m grade

Fig. 5는 장시간 안정적으로 조형물을 출력할 

수 있도록 압출기 헤드를 개발하였다. 형 장비

에서는 출력속도를 높이기 위해 압출헤드의 노즐

을 쉽게 교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하였고, 노

즐의 크기를 0.4mm∼5mm 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6 Control part for 3D 

print of 1.5m grade

Fig. 6은 형 조형물의 경우 작업시간이 길기 

때문에 중간에 작업이 멈추는 경우 멈춘 작업의 

시작점을 기억하여 작업이 연속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아두이노의 오픈소스를 해석하여 에러가 발

생할 수 있는 요소를 분석하고 편의에 따라 변경

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불안정한 소

스들을 제거하여 안정성을 높였다.

2.2 바닥면의 제어기술 개발 및 정밀 측정

조형물의 정 도를 높이는 요소 중 제일 먼저 

기초가 되는 바닥면(main base bed)의 정 도를 

높이는 연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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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은 지지 의 상태에 따라 미세한 처짐이 

발생하게 되어 매번 정 하게 측정해야 하는 불편

함이 있다. 또한 스텝모터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

게 되는 Z 축의 오차로 인해 4축에 미세한 오차

가 발생하게 되고 조형물의 정 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레이저를 이용하

여 발산각도 및 빔직경을 유지하는 광원부를 개발

하였다. 이 장치는 X 축이 이송할 때 레이저를 

발산하여 인터파라미터(inter parameter)에 빛이 

도달하고 통과 시 2개의 빛으로 나뉘어 레이저가 

반사거울에 반사되어 다시 인터파라미터로 모여서 

들어가며 이때 간섭이 일어나 광축으로 다시 빛이 

들어가며 변화된 양에 한 진직도를 측정하는 원

리를 이용해 개발하였다.

Fig. 7 Flowchart for measurement of leveling 

device

Fig. 8 Test device for straightness

이렇게 측정한 변위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영상처리 기술도 개발하였다. 이미지센서를 통해

서 광 분리기를 이용한 2중 평행광 영상을 획득

하도록 하였고, 고화질의 CCD, CMOS image 

sensor를 이용하여 평행광 이미지 획득하였다. 이

미지센서로 입력되는 매 프레임(frame) 영상을 이

용하여 산출된 평행광의 중심 위치를 관찰하여 변

위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연구하기 위해 고분해능 

영상인식기술을 접목하고, 신호를 증폭하여 평행

광이 한 화소 이내의 움직임에 한 변위량 계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9 Image processing device for straightness

이미지센서를 이용한 진직도 측정 시스템은 광

원부와 영상처리부 두 가지로 나뉜다. 광원부는 

평행광을 발생시켜야 한다.

Fig. 10과 같이 측정장치를 구성하여 각 변수들

의 변환값을 측정하였다. 측정방법은 0m∼1.5m의 

이송구간 사이에서 광출력, 임계변위, 광 발산 각

도를 변위에 따라 총 12회씩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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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Testing for straightness to using image 

processing device

2.2.1 광원부 구성

광원부는 광학설계(OSLO)를 이용하였고, 평행

광 생성을 위한 광원부 광경로 설계와, 광학설계

툴을 이용한 광학계를 설계하였다. 

반도체 레이저에서 발생되는 광의 경우 광강도

(intensity)의 불균일성으로 인하여 고품질의 평행

광을 얻을 수 없기에 집광렌즈, 콜리메이팅렌즈 

및 핀홀을 이용한 공간필터 광학계를 설계하였다. 

5∼10㎛ 직격을 가진 핀홀에 집광하기 위한 기

구부를 설계하였고, 링 타입의 PZT를 이용한 미

세 광축정렬 메카니즘을 설계하였다. 

Fig. 11 Mechanism for space filter of 

optical system

Fig. 12 Testing to design module

2.2.2 평행광 발생기 구성

광학설계(Code V)를 이용하여 광원부를 설계하

였다. 집광렌즈와 핀홀을 활용한 공간필터 제작의 

복잡성을 해소하기 위해 광섬유를 활용하여 단순

화된 광원부를 설계하였다.

또한 광특성 안정화를 위해 광 발생기로부터 생

성되는 광원의 발산 각도를 최소화시켜야 하므로 

화이버는 전반사를 통해 광특성 안정화에 최적화된 

광이 나오게 되며 이를 통해 콜리메이팅 렌즈까지 

거치게 되면 평행광을 생성할 수 있게 된다. 

Fig. 13 Optical system to using of 

fiber and collimating

Fig. 14 Measurement of Light diffusion 

angle to using collimating l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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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는 콜리메이팅 렌즈(collimating lens)를 

제작한 사진과 제작한 콜리메이팅 렌즈를 이용한 

실험 값을 나타낸다.

2.2.3 광분할 기구부 구성

3차원 측정기 등의 프루브 헤드의 직전도 측정

을 위해서는 광 발생기에서 방생된 광원을 2개로 

분할해야 하며, 이를 위해 광분할 기구부가 요구

된다. 광분할 기구부는 BS(beam splitter) 2장으로 

구성하였다. 

Fig. 15 Device of beam splitter 

2.2.4 영상처리부 구성

일반적으로 CMOS 카메라는 특정 해상도에서 

CCD 카메라보다 더 높은 프레임 전송 속도를 제

공하지만, CCD 카메라는 이미지 전체에서 더 나

은 픽셀 균일성을 제공하기에 CCD 카메라를 선

탱하였다.

Pixel [3.1㎛]을 선택하였다.

⋅Resolution : 4240 x 2848 / Frame Rate : 

7 FPS

⋅Megapixels : 12 MP / Chroma : Mono

⋅Readout Method : Global shutter / 

Sensor Format : 1”

⋅Lens Mount : C Mount / Interface : USB 3.0

⋅Mass : 90 grams / Dimensions : 44 x 29 

x 58 mm

Fig. 16 Selection to CCD from 1st model to 

2nd model

영상처리 시스템에 전송 이후 처리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변위량 파악이 가능하다. 이미지는 원

본이미지 → Threshold(moment) →Remove 

Particle → Convex Hull → Circle Detection을 

통해 영상처리 된다. 이때 Threshold는 Automatic 

Threshold로써 수동 임계 값과 달리 이러한 기법

은 하한 값과 상한 값을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Fig. 17 Flowchart of imaging process 

2.3 실험결과 및 고찰

진직도 측정은 한 개의 광원의 레이저 간섭계

와 카메라 영상 중점 이동량 실험을 통해 진행하

였다. 

Fig. 18 Method of comp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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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은 카메라, 레이저 간섭계, 레이저 광원을 

설치하고 전원을 인가하였다. 측정 프로그램을 구

동 후 카메라를 1000mm 위치고 이동시키며 실

험하였다.

Fig. 19 Result to testing 

Table 1은 이송장치가 0mm∼1500mm 사이를 

왕복 이송하면서 광 출력 값의 변화를 측정한 값

이다. 0mm에서 최고 5.04mW가 측정되었고, 

1500mm에서 최저 5.00mW가 측정되었다.

거리[mm]
광 출력
[μw]

거리[mm]
광 출력
[μw]

0 5.04 1500 5.00

300 5.04 1200 5.02

600 5.02 900 5.01

900 5.01 600 5.02

1200 5.00 300 5.04

1500 5.00 0 5.04

Table 1. Measurement to Light output device

Table 2는 레이저 간섭계와 진직도를 동시 측

정하여 비교한 임계 변위 측정값이다. 레이저 인

터파라메터의 진직도와 4분할 소자에 입사한 광원

의 중심점 이동값 차이를 비교 측정하여 시호값 

변화를 감지되는 최소값을 측정하였다. 

진직도 10㎛ 이하에서 4분할 소자 수치값 변화

를 확인하였고, 신호값 변화가 감지되는 최소 직

직도는 1㎛이다. 개발된 측정장치의 임계값은 10

㎛이하임을 확인하였다.

순
이동거리

[mm]
레이저 간섭계 
진직도 [μm]

4분할소자 신호 
[mV]

1 0 0.0 0.000 

2 100 -2.0 -0.001

3 200 8.0 0.003

4 300 6.6 0.019

5 400 8.8 0.022

6 500 -10.0 -0.030

7 600 -9.0 -0.017

8 700 -24.4 -0.013

9 800 -19.0 -0.015

10 900 -1.0 0.001

11 1,000 -4.4 -0.005

Table 2. Measurement to Critical displacement

Fig. 11은 광 발산 각도를 측정한 그림이다. 이

동 거리에 따른 빔 직경의 변화량을 2D 카메라

를 활용하여 24회 반복 측정하고 최초 빔 직경 

비 최  변화량을 확인하여 광발산 각도를 산

출하였다. 

Table 3은 광 출력시 발산되는 각도를 측정한 

값이다. 변화량 측정은 총 24회 하였고, 빔 발산 

각도는 최  2.008mm였고, 최소는 1.711mm였

다. 최 값과 최소값 변화량은 14.79%임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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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mm]

빔 직경 
[mm]

거리 [mm]
빔 직경 
[mm]

0 1.891 0 2.008

200 1.96 200 2.001

400 1.967 400 1.987

600 1.842 600 1.877

800 1.773 800 1.794

1000 1.884 1000 1.898

0 1.911 0 1.863

200 1.918 200 1.967

400 2.001 400 1.711

600 1.87 600 1.856

800 1.829 800 1.78

1000 1.84 1000 1.98

Table 3. Measurement to Light diffusion angle

3.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장축 보정용 측정 시스

템은 평행광을 생성 이후 Beam Splitter를 통과하

여 두 개의 광원으로 분리되어 진다. 이 두 광원

이 CCD 카메라 센서에 조사됨에 따라 영상 처리 

이후 변위량을 측정하였다.

생산기계의 이송기구에 부착하여 진직도를 측정

하는 것으로, 진직도에 한 마이크로 단위의 임

계 변위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축의 처짐량을 줄이기 위해 두껍게 축을 

설계하거나 강도가 높지만 비싼 재질로써 의 축을 

설계하는 것이 아닌 저가의 보정시스템을 개발, 

생산기계에 장착하여 진직도 오차를 실시간으로 

보정함으로써 지능형 생산기계를 구현 할 수 있

는 장치를 실제 구현 가능하게 됨으로써 본 개발 

시스템은 여러 산업 분야에 다양하게 적용이 가

능하다.

기존 고가의 장비보다 비교적 비용이 적게 들

고 높은 정 도를 갖춘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형 

3D 프린터의 구동부에 적용하여 Fig. 20과 같이 

처짐에 한 구동부를 보상해 출력 품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게 됨으로써 향후 

형3D 프린터에 우선 적용하여 생산한다면 선진국

의 경쟁 제품과 기술적인 면이나 품질적인 면에서

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Fig. 20 Measure system assemble

Fig. 21 Light part / Sensor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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