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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공작기계, 반도체장비 등의 기계장비에서 각 축

을 구성하는 스테이지 구동시스템은 정밀도와 깊

은 관련이 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각 축의 구동시

스템에 대해 설계단계에서 시스템의 제어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시뮬레이터를 개발함으로써 비용

절감과 시간단축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기계

장비의 제어특성을 예측하는 시뮬레이터에 있어

서 중요한 것은 보다 정확한 해석모델을 개발하는 

것에 있다. 지금까지 각 운동·제어요소에 대해 해석

모델을 구축하였으며1, 이를 포함하는 전체 모델에 

대해 실제 기계장비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겠다.
본 논문에서는 물리적 모델링을 통해 공작기계

의 동력학 모델을 구축하고, 해석모델의 시뮬레이

션 결과와 실제 다축 공작기계에 대한 실험결과를 

비교한 예를 제시하고 있다.

2. 물리적 모델링과 해석모델

일반적으로 6 자유도의 운동 방정식을 상태 공간

으로 기술할 수 있으나 공작기계와 같은 다축의 

시스템의 경우에는 식 유도의 복잡성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물체 동력학을 해석

할 수 있는 Simulink의 SimMechanics을 활용하여 

기계장비를 모델링하는 기법을 사용하였다. 이 기

법은 연결조건과 스프링 및 댐퍼를 가지고 물리적

인 상태로 각 축의 스테이지 모델을 표현하므로 

복잡한 식의 유도 없이 다축 시스템을 모델링할 

수 있다2. Fig.1에 물리적 모델링을 통해 구축한 

4축 공작기계의 SimMechanics 모델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스테이지 모델 이외의 축을 구성하는 운

동·제어요소로는 명령신호를 생성하는 부분과 서

보 제어 알고리즘의 제어기가 있고 모터와 드라이

브 등의 구동부, 마지막으로 동력전달계와 마찰력 

등이 있다. 이들 각 요소들을 모델링하여 Fig. 2와 

같이 각각의 블록으로 모듈화 하였다. 그리고 각 

블록의 내부에는 복수의 구성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구동부 블록의 내부에는 서보모터와 리니

어모터로, 제어기 블록에는 UMAC과 SIEMENS 
등으로 이루어져있어서 각 요소들의 구성을 달리

하여 다양한 시뮬레이션 해석을 수행할 수 있다.

Fig. 1 6-DOF Dynamics model for 4-axis machine tool 
via physical modeling method

Fig. 2 Simulink model blocks of a motion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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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4-axis ultra-precision machine tool with hydro- 
static bearings

 
Table 1 Specification of X/Y-axis of the machine tool

X-axis Y-axis

Stage Mass
Encoder Count

Gain

435 (kg)
28,999,000 (cts/m)
700000/1000/25000

360 (kg)
2,899,927,000 (cts/m)
450000/1000/30000

3. 해석 및 실험결과

Fig. 3에 나타낸 유정압 베어링을 기반으로 하는 

4축 공작기계를 대상으로  실험결과와 물리적 모델

링을 통한 시뮬레이션의 해석결과를 비교하였다. 
X축과 Y축의 대표적인 사양은 Table 1과 같으며, 
제어기는 UMAC를 채용하고 있다. Simulink의 해

석모델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해석을 수행하였다. 
다음의 Fig. 4에 대상 공작기계의 X축과 Y축에 

대한 Step 응답과 그에 따른 추종오차를 보이고  

있다. X축의 경우는 최대 추종오차에 대해 30%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고, Y축은 엔코더의 

분해능이 상대적으로 X축보다 높기 때문에 노이즈 

신호가 보이기는 하지만 29% 이내의 차이만을 보

이고 있다.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실험결과에 

(a) Step response (X-axis)

(b) Following Error (X-axis)

(c) Step response (Y-axis)

(d) Following Error (Y-axis)
Fig. 4 Comparisons of experiment and simulation result

대해 해석결과의 정확도를 알 수 있다. 그리고 각 

축에 대한 상태 공간의 수학적 모델과 비교하여도 

차이가 두 축 모두 미세한 차이만을 보이고 있어 

물리적 모델링의 유효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론 및 향후계획

본 연구에서는 각 축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모델

링하여 블록화하고, 물리적 모델링을 통해 기계장

비의 6 자유도 운동모델을 포함하는 해석모델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다축 공작기계를 대상으로 시

스템의 제어특성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실험

을 통해 측정된 결과와 비교하여 개발된 해석모델

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다양한 기계장비에 대한 검증을 통해 

개발된 시뮬레이터의 제어특성에 대한 예측 정밀

도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후기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원천기술개발

사업 "기계장비 정밀도 시뮬레이션 플랫폼 기술개

발" 과제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참고문헌

1. 노승국, 김병섭, 이성철, 송창규, "공작기계 이송

시스템의 제어특성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한
국정밀공학회 춘계학술대회 , 75-76, 2012.

2. 김병섭, 이성철, 노승국, 송창규, "LM가이드 스

테이지의 운동해석을 위한 6자유도 운동모델," 
한국정밀공학회 추계학술대회, 503-504, 2012.

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