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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bit급 이상 정밀도를 갖는 회전 센서의 정밀 조립 JIG 개발
Development of Precision Assembly JIG Mechanism for Rotational Sensor 

have more than 17 bit 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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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지능형 로봇에 활용 가능한 소형, 고정밀급의 

회전 센서 모델을 Fig. 1과 같이 도출하였다. 

 

Fig. 1 Designed Rotational Sensor Mechanism

설계 및 제작된 회전 센서의 정밀한 조립을 위해, 

설계도의 분석과 기존의 연구개발자들의 의견, 특

허분석 등을 통해 Table 1과 같은 조립지그의 대표

적인 요구기능 및 사양을 얻을 수 있었다.

Table 1 Requirements for Precision Assemble of 

Rotational Sensor

2. 조립 JIG 구성도

요구기능 및 사양을 만족하는 시스템을 구현하

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Fig. 2와 같은 정밀조립지그

를 제안한다. 

Fig. 2 Proposed Precision Assembly JIG 

Mechanism for Rotational Sensor

제안한 메커니즘은 X,Y-축 이송용, Air Gap 조절

용, Gripper 회전용, Gripper 전후 이송용, Grasping 

핸들을 포함하여 6개의 수동 핸들로 구성되며, 핸

들에 고비율 감속기(1:86)를 적용하여 핸들 한 바퀴

당 최대0.01mm를 제어할 수 있어, 정밀조립이 가능

하다. 또한, 300배 이상 수광소자와 Disc를 확대하

여 요구사양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조립가능하다.

Table 2 Summery of Specification for Proposed 

JIG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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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기능

요구되는 Air Gap F를 구현하기 위해, Fig. 3과 

같은 메커니즘을 구성한다. 3개의 고정구(Fixture 

A, B, C)를 가지고 있으며, Air Gap용 핸들을 수동으

로 조작하면, LM Guide 내에 위치한 삼각형 구성의 

Pushing Link를 좁혀(넓혀) 고정구 B를 밀어 올리

(내리)게 된다. 이때, Air Gap F는 벌어(좁아)지게 

된다.

Fig. 3 Air Gap Control Mechanism

수광소자의 정렬을 위해서는 JIG는 X, Y-축 이송 

뿐만 아니라, 회전방향으로 운동이 가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엔코더 회전 중심을 기점

으로 회전운동이 가능한 2지 Gripper 메커니즘을 

Fig. 4와 같이 제안한다. Gripper가 수광소자가 결합

된 Base 기판을 두 손가락을 활용하여 집은 후, 

필요에 따라 X,Y-축 평면운동 및 회전운동을 시켜 

수광소자를 정렬시킨다.

Fig. 4 Gripper Mechanism for Align of Photo IC 

with 3 Dimension motions (Translational 

motions(X,Y), and Rotational Motion) 

Disc 정렬을 정밀하게 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Gripper 앞단에 Code Disc Touch Tooth를 설치하여 

회전하는 Disc의 편심량을 ±0.005mm 이하로 조절

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다. 

                        

Fig. 5 Code Disc Touch Tooth for Code Disc onto 

The Gripper Tip

정적인 상태에서 조립을 완료 후, 고속 회전운동

을 반영하여 조립상태를 체크할 수 있도록 레이저

변위측정기를 반영하여 12,000 rpm 이상의 회전에

서 디스크의 진동특성을 관측하여 조립상태에 대

한 평가를 내리도록 한다.

 

Fig. 6 Results of Assembly Test of Rotational 

Sensor after Environmental Test

4. 결론

정밀한 회전 센서 설계, 제작 및 Disc 와 수광소자

의 정렬조립 시험, 전문가의 지도에 따라 조립 지그

의 중요 기능 및 사양을 도출할 수 있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정밀한 메커니즘을 설계하고 제작

을 수행하였으며, 기초 실험을 수행할 수 있었다.

차후에는 자동 본딩기능을 부여하고, 또한 현재 

수동으로 작업하는 구조를 자동으로 조립할 수 

있도록 서보제어를 반영, 로봇화하여 정밀하고 빠

른 조립작업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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