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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직선운동시스템은  측정  또는  가공대상물을 

원하는 위치로 직선 이동시키는 기구로서 LM, 

유정압, 공기정압 등의 베어링, 볼스크류, 랙앤

피니언 등의 이송기구, 커플링, 감속기 등의 동

력전달요소 ,  서보모터와  같은  액츄에이터  및 

리니어스케일과 같은  변위센서  등의  조합으로 

구성되며 이들 요소들의 영향이 중첩되어 6 자

유도 방향으로 운동오차를 갖게 된다. 저자 등

은 직선운동시스템의 설계 절차를 보다 체계화

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설계 단계에서 시스

템에 적용하는 각 요소들의 설계 정보를 입력

하면 그에 따른 시스템의 운동오차를 예측할 

수 있는 정밀도 시뮬레이션 기술 1 을 개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정압베어링 기반 직선

운동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오차 요인 중의 

하나인 안내면 형상오차를 대상으로 정밀도 시

뮬레이션 기술의 실험적 검증 결과를 소개하고

자 한다. 

 

2. 유정압 이송계의 안내면 형상오차 측정 
 

Fig. 1 은 검증실험을 위해 구성된 유정압 

베어링 이송계의 구성을 보여 준다. 수평방향

으로는 좌우 각각 3 개의 패드가 대향형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수직방향의 경우 좌우 각각 6

개의 패드가 상하방향으로 대향되어 있는 구조

로 설계되었다. 무부하 조건, 즉 유정압베어링 

이송계에서 안내면의 형상오차에 의한 영향만

을 살펴보기 위해 테이블의 이송은 무철심형 

리니어모터를 이용하였으며 리니어스케일을 적

용하여 4,096 체배 후 약 1 nm 의 분해능으로 

제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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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ayout of hydrostatic stage for experimental 

verification 

 
Vertical porous 

air bearing

Capacitive sensor 

(vertical)

Vacuum 

preload

Horizontal porous 

air bearing

Capacitive sensor 

(horizontal)
Angular

reflector  

Fig. 2 Structure of the proposed measuring device 

 

정밀도 시뮬레이션 기술의 실험적 검증을 

위해서는 안내면 형상오차의 정밀한 측정이 필

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축차이점법 알고리즘

을 기반으로 하여, 측정 시에 발생하는 측정장

치의 회전오차 성분을 레이저간섭계로 측정하

여 보정해주는 혼합축차이점법을 측정방법으로 

적용하였으며 Fig. 2 와 같이 다공질 공기정압

베어링을 이용하여 측정대상 안내면을 이송용 

안내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측정개념 및 측정

유정압 이송계의 6자유도 운동오차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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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를 고안하였다. Fig. 3 은 좌측 수직방향의 

안내면 형상오차 측정결과를 나타낸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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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easured rail form errors of the left side rails 

in the vertical direction 

 

3. 운동오차 시뮬레이션 검증실험 
 

측정된 안내면의 형상오차를 이용하여 유

정압 이송계의 6 자유도 운동오차를 시뮬레이

션하였으며 실제 측정결과와 비교하였다. 수평/

수직진직도의 경우 혼합축차이점법, 요/피치/위

치결정오차 레이저간섭계, 롤오차는 전자레벨

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a) Horizontal straightness

(b) Positioning error

 

Fig. 4 Comparison of simulation results with those of 

experiments 

 

Fig. 4 는 그 중 일부인 수평방향 진직도와 

위치결정오차의 시뮬레이션과 측정치를 비교한 

결과를 보여 준다. 수평방향 진직도의 경우 시

뮬레이션은 0.56 m, 측정결과는 0.51 m, 위치

결정오차의 경우 시뮬레이션은 12.11 m, 측정

결과는 12.84 m 으로 전체적인 경향이 잘 일

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전달함수법을 기반으로 개

발된 직선운동시스템 정밀도 시뮬레이션 기술

을 유정압베어링 이송계에 적용하여 실험적 검

증을 수행하였다. 유정압베어링 기반 직선이송

계에서 안내면 형상오차가 이송계의 6 자유도 

운동오차에 미치는 영향을 실제 측정된 안내면 

형상오차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하였으며 그 

결과를 실제 측정된 이송계의 운동오차와 비교

하였다. 이송계 운동오차의 시뮬레이션 결과와 

측정결과는 대체로 그 경향이 일치함을 확인하

였으며 개발된 정밀도 시뮬레이션 기술이 유효

함을 실험적으로 검증하였다. 

향후 유정압 이송계의 안내면 형상오차뿐

만 아니라 철심형 리니어모터의 흡인력과 코깅

특성, 볼스크류의 정렬오차 등 외력에 의한 이

송계의 정밀도 변화에 대해서도 정밀도 시뮬레

이션 기술의 실험적 검증이 추가로 진행될 예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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