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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초정밀 가공기의 직선이송계는 공구 및 공작물

의 이송을 담당하므로 장비 전체의 정밀도를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이고 최근 리니어모터와 정압베

어링의 채택으로 이송 정밀도는 더 높아지고 있으

며 장비의 대형화로 이송계의 운동거리도 증가하

고 있다.1 이러한 이유로 이런 고 정밀도의 직선이

송계의 이송정밀도를 측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직선 이송계의 진직도오차를 고분해능으로 측

정하는 방법으로는 다수의 변위센서와 참조면을 

이용한 자가보정법(Self Calibration method)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송 테이블의 진직도오차

와 참조면의 형상오차를 분리해야 되는 단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별도의 광학센서를 이용하여 측

정된 각운동오차를 변위측정데이터에 보정하는 

혼합축차이점법2을 사용하면 각운동오차가 제거

된 진직도오차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별도의 각운

동오차를 측정을 위해 측정시스템이 다른 방법들

에 비해 복잡해진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밀 직선 이송계의 진직도오차

를  고분해능으로 측정할 수 있는 혼합축차이점법

을 사용하여 진직도오차 측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외부적인 정밀도 하락 원인 중 하나인 센서게인오

차의 영향을 연구하였다. 센서게인이 진직도오차 

측정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전에 

혼합축차이점법의 기본수식을 바탕으로 센서게인

으로 인한 오차항을 먼저 수식적으로 모델링 하였

다.

2. 혼합축차이점법의 원리

Fig. 1 Principle of mixed sequential two-probe 
      method

Fig. 1은 본 연구에 적용된 혼합축차이점법의

오차 방향을 정의한 것이다. 여기서 es(x)는 이송계

의 운동오차, ef(x)는 스트레이트 에지의 형상오차

를 나타내며 θ(x)는 이송계의 각운동오차를 나타

낸다. 또한 이송계 운동오차(진직도 오차)의 대표

직선 L1과 스트레이트 에지의 대표직선 L2사이의

정렬 상태를 고려하기 위해 두 대표직선 사이의

기울기 차를 k라고 가정하면 임의의 진행방향 위치

x에서 정렬오차 ea(x)로 정의할 수 있다.
이송 테이블 상에 변위센서 A, B를 설치하였을

때, 두 센서 사이의 거리를 lx, 두 센서 간의 측정

축뱡향 오프셋을 Δ라 정의하고, 두 변위 측정데이

터로 계산된 진직도오차 es(x)와 스트레이트 에지

의 형상오차 ef(x)는 수식(1)과 (2)에 나타내었다.

3. 센서게인으로 인한 오차항의 수식적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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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실제 변위를 기준으로 센서에서 측정된

변위의 비율을 게인으로 정의하였을 때, 게인까지

고려한 두 변위센서 측정값 R*A, R*B는 수식(3)~(5)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상기의 변위 측정값을 수식(1)과 (2)에 대입하여

게인오차가 존재할 때 진직도오차(e*s(x))와 형상

오차(e*f(x))를 수식 (6), (7)에 정리하였다. 

이 때 식(1),(2)와 (6),(7)을 비교하면 게인오차로

인한 측정오차를 인한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게인오차로 인한 측정오차항은 수식(8),(9)에 나타

내었으며 (GB-1)⦁Δ항과 (GB-1)(k⦁lx-Δ)항은 상

수항이므로 측정오차와 상관없다. 이 수식으로 두

센서게인의 차이가 클수록, 그리고 스트레이트 에

지의 정렬오차(k)가 커질수록 측정오차가 증폭됨

을 알 수 있다.

 
4. 결론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정밀 직선 이송계의 진직도오차

를 측정하기위한 측정방법 중 이송계의 회전성분

까지 제거할 수 있는 혼합축차이점법의 측정오차

로 작용할 수 있는 센서게인오차가 측정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두 센서에 게인이 차이

가 존재하면 진직도오차와 스트레이트 에지의  

형상오차의 계산결과에 센서게인의 차이로 인한 

오차항이 더해져 정확한 결과를 얻기 어렵다는 

것을 수식적으로 확인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만으

로 실제 진직도 측정에서 센서게인이 미치는 영향

을 알기는 힘들다. 따라서 정밀 직선이송계의 진직

도오차 측정에서 센서게인의 영향에 대한 연구 

및 센서게인으로 인한 영향을 보정할 수 있는 연구

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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