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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계부품들을 머시닝 센터를 포함한 전용 가공기

에서 가공 후 불량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는 일반적으

로 가공이 완료된 후 주로 작업자에 의해 수작업을 

통해 대부분 이루어진다. 현재 국내외 기업들의 기계

부품 생산은 주로 가공, 용접, 조립 및 검사 등의 공정 

과정을 거치게 되며 가공 공정의 경우 많은 부분 자

동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에 제품 가공 후 맨 마

지막에 이루어지는 검사의 경우 일부 자동화가 이루

어져 있지만 투자비용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생산현

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람에 의한 수작업 검사가 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제품 품질 확인 여부가 작업자

에게 상당히 의존되고 있는 실정이다[1].

자동차 부품을 포함하는 기계부품간의 결합은 일

반적으로 표면에 암나사 형태의 탭(Tap)과 볼트에 

의해 이루어지며 탭의 경우 주로 머시닝센터 절삭을 

통해 가공된다. 그러나 생산현장에서는 탭 절삭가공 

후 가공부위의 불량유무를 검사를 담당하는 작업자

에 의해 육안 검사 혹은 검사지그를 이용한 부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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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검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작업자에 따

라 불량 유무의 산포가 발생하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결과가 발생한다[2]. 또한 생산부품의 생산 사이클과 

검사 사이클을 동일하게 가져가 검사 손실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품 샘플링 검사방식을 채택하

는 경우도 많지만 이 경우 검사 대상에서 빠진 불량

제품들이 양품으로의 혼입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

로 일관된 전수검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검사공정

구조로 인해 대량의 롯트성 불량제품이 혼입되어 최

종 제품 생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크며 

이에 따른 생산라인 정지에 의한 시간당 비용손실이 

상당히 크다[2-3].

이너탭 혹은 암나사의 불량유무 자동화검사를 위

한 방법은 다양하게 연구되어져 왔는데 그 사례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Zhang 등은 레이저 센서를 이용

하여 자동차 엔진 실린더 헤드부의 점화플러그 구멍

내부에 가공된 탭의 피치, 내외경, 길이 및 기준 지점

에 대한 탭 시작위치 등을 측정하는 기법을 제안했으

며[3] 비파괴 검사에서 많이 쓰이는 와전류 프로브를 

이용하여 이너탭 내부 크랙의 검출확률을 높이는 기

법을 Lemire 등이 제안하였다[4]. Perng 등은 머신 

비전을 기반으로 광학 나사 플러그 게이지(OTPG:

Optical Thread Plug Gauge)를 개발하여 이너탭 내

부의 스크래치, 나사산 붕괴 및 결함 등을 검출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5.] Lee 등도 LCD 패널을 보호하

기 위해 외부 프레임을 합착하기 위한 공정에서 사용

되는 너트의 외경검사를 위한 머신 비전을 이용한 

자동 너트 검사 시스템을 개발하였다[6]. Hassel은 

레이저 기반으로 가공된 홀 내부의 탭 유무를 검출할 

수 있는 측정시스템을 소개하였으며[7] 레이저 프로

브와 2축 스테이지로 구성된 레이저 기반의 자동 검

사 장치를 통해 이너탭의 종단면을 포함하는 탭 파라

미터 측정 방법은 Tong 등에 의해 제안되었다[8].

Hong 등은 머신 비전과 레이저 센서 두 가지를 조합

하여 상호보완적인 방법을 적용한 이너탭 검사기법

을 제안하였다[9].

현재 산업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탭 검사 방법은 

작업자의 수동 검사 혹은 일부 자동화 기기와 수동검

사가 병행된 방식으로 주로 이루어지며 만약 머시닝 

센터 내부에서 가공 직후 검사가 수행되어 측정된 

데이터를 무선으로 전송할 수 있는 경우 대량의 롯트

성 불량을 줄일 수 있어 공정비용 손실 방지 측면에

서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 그러나 무선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경우 검사 시스템 자체의 소비전력을 고려해

야하며 1대당 수백회 정도로 탭 가공이 빈번히 일어

나는 머시닝 센터 내에서 무선으로 검사 데이터를 

전송하는 탭 검사 센서 시스템에 있어서 불필요한 

전력 손실은 검사장비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음

으로 무선 검사 시스템에 있어서 저전력 구동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저전력 구동은 모바일 및 디스플레

이 기기에서는 보편적인 필수 요소이나 현재 산업용 

장비에 채용되는 전자기기에서는 크게 중요한 요소

로 작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배터리로 구동되는 

IT기기 및 관련 IT기술 이 산업용 장비에 접목이 가

속화됨에 따라 이 분야에서도 저전력 구동의 중요성

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10-11].

본 논문에서는 머시닝 센터 내부에서 20mm 깊이

의 탭 가공 후 스핀들에 장착될 수 있어 불량 유무 

검사를 머시닝 센터 내부에서 수행 가능하도록 설계

된 콜렛척 구조의 저전력으로 구동되는 이너탭 검사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한 검사기는 탭 가공 중에는 

매거진에 위치하고 있다가 탭 가공이 완료된 후 툴 

교체를 통해 머시닝 센터의 스핀들에 장착되어 검사

기 몸체 회전에 따른 탭 게이지 회전을 통해 접촉식

으로 탭 검사를 진행하며 탭 게이지와 연결된 슬라이

딩 유닛의 검출유닛이 검사기 내부에 위치한 PCB

내부의 IR센서들을 통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탭 불량 

유무를 판별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저전

력의 Zigbee 통신방식을 채용하고 검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소비전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절전모드

(Sleep mode)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양면 PCB로 제

작되어 신호처리 및 검출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개발된 제어 시스템 앞면에는 신호 처리를 위한 마이

컴 및 데이터 전송을 위한 Zigbee 모듈이 위치하며 

뒷면에는 검사 시작 유무 감지를 위한 스위치 및 탭

의 가공 불량 유무를 감지하는 IR센서가 위치하고 

있다.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기존의 수동 이너탭 검사 

방법과 제안된 검사 시스템의 구조 및 검사 동작 컨

셉에 대해서 설명하고 3장에서 검사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에 대해 살펴본다. 4장에서 검사 모듈의 동작 

모드별 전류 측정을 통한 소비전력, 내부 센서들 간

의 출력신호간섭 여부 및 탭 불량 검사성능에 대한 

실험결과를 제시하고 마지막 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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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너탭 검사 시스템 컨셉

2.1 이너탭 검사방법 고찰

실제 생산라인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접촉

식 이너탭의 검사 방식을 Fig. 1에 나타내었다.

Fig. 1(a)는 완전 수작업의 형태로 탭 검사 게이지를 

이용하여 작업자가 수동으로 검사를 수행하는 것을 보

여준다. 완전 수작업에서 좀 더 자동화된 방법은 Fig.

2(b)와 같이 자동으로 회전하는 탭 검사 게이지를 이용

하는 진행하게 된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작업자에 의해 

검사가 진행되는 방법이다. 검사공정에서 수작업을 완

전히 배제시키는 완전 자동화된 방법은 대상 가공물에 

맞는 전용의 자동화 검사장비에 검사 대상물을 공급하

여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열거한 방법들 역시 

이너탭 가공 후에 오프라인으로 검사가 진행됨으로써 

가공 공정 중에 일어나는 탭 불량에 대해 즉각적인 대처

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다음 절에 검사 공정에서 작업

자를 배제하고 가공 공정 중 일어나는 불량여부를 검사

할 수 있는 접촉식 이너 탭 검사 시스템의 개념과 동작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한다.

2.2 무선 탭 검사 시스템 구조 및 동작 메커니즘

Fig. 2는 머시닝 센터 등의 스핀들에 장착되어 기

계부품 가공에 이용되는 콜렛척 구조를 가지는 가공

용 툴을 나타낸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콜렛척 하부에는 필요에 따

라 다양한 규격 및 종류의 가공용 툴(Tool)을 장착할 

수 있으며 여러 개의 콜렛척들이 머시닝 센터의 매거

진에 위치하여 자동으로 머시닝 센터에 의해 교체가 

이루어져 상황에 맞는 가공을 수행하게 된다. 탭 검

사 모듈은 이러한 콜렛척 구조로 설계되게 되면 매거

진에 위치할 수 있으며 검사 시에는 머시닝 센터가 

자동으로 가공용 콜렛척과 교체하여 가공된 탭의 위

치정보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고 머시닝 센터 내부에 

위치하게 되는 검사 모듈에서 획득된 데이터는 무선

으로 사용자가 확인 가능한 외부 영상기기로 전송하

게 되면 Fig. 3과 같이 가공 즉시 탭 검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하였다.

좀 더 상세한 검사 모듈의 구조와 이너탭 검사 동

작 메커니즘을 Fig. 4에 나타내었다. Fig. 4(a)는 모듈 

내부에서 슬라이딩 유닛과 센서 검출 유닛간의 체결 

및 슬라이딩 유닛과 탭 검사 게이지간의 연결을 나타

낸 것이다. 센서 검출 유닛은 그림과 같이 슬라이딩 

유닛에 수직으로 연결되어 모듈 몸체에 있는 홈을 

따라 슬라이딩 유닛의 운동방향과 같이 상하로 이동

하며 모듈의 좌우 회전 시에는 검출 유닛에 의해 몸

체에 고정됨으로 슬라이딩 유닛 및 검출유닛은 모듈

과 같이 회전한다. 슬라이딩 유닛과 탭 게이지의 연

결은 전동공구에서 사용되는 페이스 래치구조의 토

크제한어댑터를 채용하게 되면 모듈이 순방향으로 

회전 시 일정 회전 토크를 넘어설 경우 탭 게이지가 

헛돌게 되어 탭 게이지의 파손을 막을 수 있으며 역

방향으로 회전 시 검사대상 탭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된다.

Fig. 4(b)는 탭 검사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것으로 

머시닝 센터 스핀들에 검사 모듈이 장착되어 가공 

툴과 같은 방법으로 모듈 자체가 회전을 해야 함으로 

검사는 모듈 하부에 위치하는 탭 게이지가 가공된 

(a) (b)

Fig. 1. General inner tap inspection method. (a) Manual 

inspection, (b) Semi-auto inspection.

Fig. 2. Machining tools for machining center. Fig. 3. Wireless inner tap inspection method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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탭의 나사산을 따라 회전하면서 들어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불량 여부 판단은 탭 게이지와 연결되어 

모듈 내부에서 상하직선운동을 하는 슬라이딩 유닛

과 수직으로 연결된 검출유닛이 특정 센서의 위치 

도달 여부에 따라 가능하다.

정상적인 깊이로 가공된 탭의 경우 모듈 내부를 

슬라이딩 유닛에 수직방향으로 체결된 검출유닛이 

특정 위치의 센서들을 통과하게 될 것이며 가공용 

탭이 파손되어 원하는 깊이의 탭 가공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탭 뭉개짐에 의한 가공 불량의 경우는 검사 

모듈 하부의 탭 게이지가 가공 불량 탭으로 일정 부

분 진행하고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음으로 검출유닛의 

특정 센서 통과 여부를 통해 알아낼 수 있다. 극단적

으로 탭 가공자체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탭 게이지

의 진입이 불가하고 모듈 내부 검출 유닛의 위치 변

화가 거의 없어 이 경우도 탭 가공 불량 검출이 가능

하게 된다.

이러한 동작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모듈 상부

는 머시닝 센터의 스핀들에 장착될 수 있도록 콜렛척

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몸체 내부에는 탭 검사에 대한 

신호검출과 데이터 처리를 위한 임베디드 제어시스

템을 내장해야한다. 이럴 경우 제어시스템을 동작시

키기 위해 전원은 작업 환경에 의한 제약으로 말미암

아 유선으로 상시전원을 공급받을 수 없고 충전용 

배터리를 이용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며 반복 검사 

혹은 대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최소

한의 소비전력으로 구동해야하는 제약을 가지고 있

음으로 제어 시스템의 저전력 구동 설계가 필수적이

여야 한다.

다음 장에서는 컨셉 개념으로 설명한 이너탭 검사 

시스템의 구현에 주안점을 두고 설명한다.

3. 시스템 설계 및 구현

3.1 근거리 무선 통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검사모듈은 무선으로 데이

터를 전송해야함으로 저전력의 통신방식 결정이 가

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며 검사를 진행하지 않는 상태

에서도 소비전력을 최소화해야한다는 제약도 함께 

존재한다. 우선 근거리 무선 통신 방식으로 블루투

스, Wi-Fi 그리고 Zigbee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들 3가지의 통신 방식 중 Wi-Fi가 기기 연결 및 

대기상태에서 소비 전력이 가장 크다. 블루투스와 

Zigbee를 비교해보면 전송 속도면 에서는 블루투스

가 빠르지만 전력소비 측면에서 볼 때 저전력 통신에 

특화된 Zigbee가 유리하며 구조가 간단하여 8비트 

마이컴으로 구현이 가능하다. 또한 반경 30m안에서 

250Kbps의 속도로 데이터를 전송하며, 메쉬 네트워

크 구조를 이용하면 하나의 무선 네트워크에 약 255

대의 기기를 연결 할 수 있어 일반 산업, 가전 및 헬스

(a) (b)

Fig. 4. Tap inspection module. (a) Mechanical structure, (b) Inspection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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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11].

2장의 검사 모듈 동작 메커니즘에 의해 가공된 탭

의 불량 유무를 검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슬라

이딩 유닛의 위치정보는 근접센서에 의해 검출이 가

능하며 검사 정보 확인을 위해 영상기기 등의 외부기

기로 전송되는 데이터는 합부판정과 전송에 필요한 

약속된 정보 정도를 포함하더라도 전송량이 많지 않

고 고속 전송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앞서 설명된 저

전력으로 동작이 가능한 Zigbee 무선통신방식을 제

어 시스템에 적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

었다.

Fig. 5는 전체적인 제어 시스템을 나타낸 블록도

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시스템의 

전원은 배터리를 사용하게 되고 발광부와 수광부로 

구성된 IR센서 사이를 왕복 운동하게 되는 탭 게이지

와 연결된 슬라이딩 유닛의 위치를 검출하게 된다.

검출된 슬라이딩 유닛의 위치정보를 MCU가 읽어 

현재 검사 중인 탭의 불량 유무를 판단하게 되며 이 

데이터는 MCU와 연결된 Zigbee모듈을 통해 외부 

기기로 전송되는 구조이다. 검사 시작과 절전상태 진

입의 판단은 접점스위치에 의해 이루어지며 검사가 

진행되지 않을 때에는 슬라이딩 유닛에 의해 접점스

위치가 항상 닫혀있어 절전상태임을 감지할 수 있으

며 스핀들에 의해 검사모듈이 눌려지게 되면 슬라이

딩 유닛에 의해 기계적으로 닫혀있던 접점스위치가 

떨어짐으로 검사의 시작을 감지하도록 설계되어져 

있다.

3.2 검사 모듈 기구 설계 및 구현

다양한 형태의 머시닝 센터가 부품가공에 사용되

고 있음에 따라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규격을 기준으로 BT30(소형),

BT40(대형) 콜렛척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20mm

깊이의 이너탭을 검사할 수 있도록 설계를 진행하였

다. 다양한 깊이의 이너탭 중 20mm 깊이에 대해 주

안점을 두고 설계를 한 이유는 자동차 부품 등에서 

가공되는 이너탭의 깊이가 통상 20mm정도가 주류

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설계된 검사모듈의 기본 

구조는 아래 Fig. 6과와 같다.

Fig. 7은 검사 모듈의 기구 3D 모델링에서 제어 

시스템이 안착되는 몸체 부위를 확대하여 나타낸 것

이다. 몸체의 단면 넓이는 63mm×50mm 정도이며 몸

체 단면에 제어 PCB가 장착되게 된다. 제어 PCB 내

부에 위치해 있는 IR센서 3쌍으로 검출 유닛의 위치

를 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센서들 간의 신호 

간섭을 기구적으로 막기 위해 깊이 6mm, 길이 

38mm로 센서신호 통로를 설계하였다. 센서들은 이

웃하는 센서들과 10mm 간격으로 위치하게 되고 발

광부 및 수광부가 마주보도록 센서신호 통로에서 상

하로 배치되는 구조이다. Fig. 8은 실제 제작된 검사 

Fig. 5. Inspection control system block diagram.

Fig. 6. 3D modeling for inner tap inspector.

Fig. 7. Inspection module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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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의 기구부를 나타낸 것이다

3.2 제어 시스템 설계 및 제작

검사 모듈의 기구 설계를 기반으로 제어 시스템 

회로 설계를 Fig. 9와 같이 진행하였다. MCU는 향후 

양산 단가를 고려하여 저가형의 8bit 마이크로프로

세서인 Atmega 88PA를 채용하였으며  2000mA의 

리튬이온배터리를 메인 전원으로 사용하였다. 배터

리에 의해 3.7V의 입력전원이 MCU에 공급되며 레

귤레이터를 통해 나오는 3V의 전원이 Zigbee 모듈의 

구동 전원으로 사용되게 된다. MCU와 연결된 센서 

그리고 마이크로스위치 신호에 의해 검사 시작, 절전

상태 및 탭의 불량여부 등의 판단을 수행하게 된다.

슬라이딩 유닛의 위치 검출에 사용되는 센서는 발광

부(Emitting diode)와 수광부(Photo transistor)로 이

루어진 IR센서 3쌍을 사용하였고 MCU의 데이터를 

무선으로 송신하기 위한 Zigbee 모듈은 45핀 SMD타

입으로 2.4～2.4835GHz대역의 16채널을 가지면서 

절전모드 기능을 가진 소자를 채택하였다. Table 1은 

설명한 제어 시스템에 적용된 주요 소자들을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Fig. 10은 회로 설계를 바탕으로 제작된 실제 제어 

보드를 나타낸 것이다. 검사 모듈의 공간에 한계가 

있는 관계로 50mm×55mm의 작은 크기로 제작되었

고 양면구조로 제작되어 앞면(Fig. 10(a))에는 무선

통신을 위한 Zigbee 모듈, MCU 및 기타 소자들이 

배치되고 PCB 뒷면(Fig. 10(b))에 발광부 및 수광부

로 구성된 IR센서 3쌍 및 리미터 스위치가 배치되어 

있다. 마이크로 스위치는 스프링과 결합된 슬라이딩 

유닛에 의해 기계적으로 항상 접점이 붙도록 되어 

제어기를 절전모드(Sleep Mode) 상태로 유지시키고 

검사 모듈이 외부 힘에 의해 눌려지게 되면 스위치 

접점이 떨어짐에 의해 탭검사 시작을 알려주는 역할

을 수행한다. IR센서가 배치된 PCB 뒷면이 모듈 몸

체에 Fig. 10(c)와 같이 조립되게 된다.

3.3 전체 검사 시스템 및 검사 제어 시퀀스

Fig. 11은 탭 검사모듈, 중계기 및 서버의 통신 방

Fig. 9. Circuit block diagram.

Table 1. The specification of control board components

Component Specification

MCU - Atmega 88PA

IR sensor
- Transmitter: Emitting Diode

- Receiver: Photo transistor

Zigbee

- 45pin SMD

- 16CH in 2.400~2.4835 GHz

- Power saving mode

Fig. 8. Manufactured inspector frame.

(a) (b)

(c)

Fig. 10. Fabricated control board. (a) Front side, (b) 

Back side, (c) A view assembled within in-

spection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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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과 같이 검사 모듈과 중계

기 간의 통신은 Zigbee를 통해 이루어지지고 최종적

으로 검사 결과는 서버로 전송되는데 이때는 433

MHz의 RF통신 또는 유선 RS-232C로 이루어진다.

검사모듈은 탭 검사 절전모드에 있다가 슬라이딩 

유닛에 의해 스위치 접점이 떨어지는 신호로 검사의 

시작을 감지하게 되고 검사모듈의 회전으로 3개의 

IR센서가 차례대로 슬라이딩 유닛을 검출하는지 우

선 판단하고 역회전으로 탭을 빠져나올 때 센서 2,

1의 순서로 슬라이딩 유닛의 위치를 검출하게 된다.

1 사이클의 검사가 종료되면 각각 2byte로 구성된 

데이터 전송 시작 신호, 불량유무 데이터 그리고 데

이터 전송 종료 신호 총 6byte의 데이터를 순차적으

로 중계기로 전송하고 중계기에서 약속된 2byte Ack

신호를 10회 반복 전송 내에 받으면 절전모드로 들어

가고 받지 못하면 통신 에러를 보내고 절전모드로 

들어가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Fig. 12는 설명한 탭 

검사에 대한 제어 시퀀스를 나타낸 플로차트이다.

4. 실험 및 고찰

4.1 소비전력 및 센서 신호간섭 측정

검사 모듈이 동작 중 일 때와 절전모드일 때의 소

비전력은 Fig. 13과 같이 3.7V 전원을 모듈에 인가하

고 전원부에서 소모되는 전류를 디지털멀티미터로 

측정하여 확인하였다.

모듈 하단에 붙어 있는 탭 게이지를 밀어 올려 3개

의 센서를 통과시키고 다시 서서히 원래 위치로 복귀

시키는 동작을 하게 되면 검사 모듈은 동작 상태에 

들어가게 됨으로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하면서 전원

부의 전류를 측정한 결과 소모 전류는 약 46.8mA로 

나타났다. 탭 게이지가 모듈 내부로 진입하지 않는 

절전모드에서의  전류측정값은 약 26.8uA정도로 확

인되었다. Table 2에 측정된 각 모드별 전류 값과 계

산된 소비전력을 정리하였다.

측정결과에서 볼 때 3.7V 입력 전압 및 2,000mAh

정도의 용량을 가지는 배터리로 전원을 공급하고 탭 

하나당 검사시간을 5초정도로 가져가면 이론적으로 

약 30,700회 정도 연속검사 동작이 가능하다는 결론

을 얻게 된다.

Fig. 11. Data communication among inspector, repeater 

and server.

Table 2. Current measurement results based on operation mode 

Mode Supply Voltage Current Power Consumption

Inspection Operation Mode 3.7V 46.8mA 173.16mW

Sleep Mode 3.7V 0.0268mA 0.09916mW

Fig. 12. Inner tap inspection algorithm flowchart.

Fig. 13. Current consumption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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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전력 측정과 더불어 검사 모듈 내부에서 슬라

이딩 유닛 위치에 따른 센서 신호 동작을 오실로스코

프로 측정하였다. Fig. 14(a)는 슬라이딩 유닛이 모듈 

내부로 진입하여 3번째 센서까지 도달하기까지 IR센

서의 수광부 상태를 보여주며 Fig. 14(b)는 슬라이딩 

유닛을 원위치 시킬 때 수광부들의 동작을 나타낸 

것이다. 모듈 몸체에 가공된 센서 신호들 간의 간섭

배제 및 직진성 확보용 통로에 의해 센서 신호들 간

의 상호 중첩현상은 측정결과로 볼 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4.2 테스트 시스템을 이용한 검사 성능

이너 탭 검사 시스템의 1차적인 검사 성능 실험은 

Fig. 15와 같은 3축 직교 로봇 기반으로 제작되어 수

직축 끝부분에 위치한 모터에 의해 수직축과 결합된 

검사 모듈이 회전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머시닝 센터 

주축 스핀들의 동작과 동일하게 구동하도록 테스트 

시스템을 통해 수행되었다.

Fig. 16은 검사 모듈의 작동 방법 일련의 과정을 

연속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검사 대상인 가공된 탭의 

위치로 검사모듈을 이동시킨 후 검사 모듈을 하강시

키면서 약 2초간 회전하면 탭 게이지가 탭 나사산을 

타고 탭 내부로 진입하게 된다. 이후 약 1초간 정지 

후 다시 검사 모듈을 역방향으로 회전시켜 가공된 

탭을 빠져나오면 검사는 종료된다.

20mm깊이의 정상 탭 가공, 머시닝 센터의 오동작

으로 인한 탭 깊이가공 불량, 가공용 탭 부러짐 등에 

의한 탭 가공 누락 불량 3가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 

Fig. 17과 같이 직경 8mm로 스틸 재질의 S45C 강판

(a) (b)

Fig. 14. Sensor outputs according to sliding unit oper-

ation. (a) Entry into inspection module,  (b) Exit 

from inspection module.

Fig. 15. Test system.

Table 3. The test results arrangement

Inspection sample Number of tests Judgment result Judgment success rate(%)

20mm machined tap 20 Good 100

20mm under-depth tap 20 Bad 100

Tapping omission 20 Bad 100

(a) (b) (c) (d)

Fig. 16. Inner tap inspector operation. (a) Approach, (b) Forward rotation, (c) Backward rotation, (d) Inspection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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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사전 가공하여 성능 실험에 이용하였다.

실험은 위의 3가지 경우에 대해 차례대로 검사모

듈을 가공 부위에 진입하는 시키는 시험을 20회 반복

하여 총 60회 실시하였다. Fig. 18(a)와 같이 중계기

는 검사 종료 후 양품 및 불량 발생 횟수를 보여주며 

Fig. 18(b)와 같이 서버에는 양품 횟수 데이터가 저장

되고 불량이 검사도중 발생했음을 알려주는 알람 색

을 띄우게 된다. 전체적인 실험결과를 Table 3에 정

리하였다.

4.3 머시닝 센터 내에서의 검사 성능

Fig. 19와 같이 실제 머시닝 센터에 검사 시스템을 

구성하여 탭 검사 기능이 동작하는지에 대한 실험을 수

행하였으며 머시닝 센터내부에서 양품의 이너탭을 검

사하는 광경은 Fig. 20에서 볼 수 있다. 가공 탭 불량에 

대한 경우에 대해 1번의 검사를 수행한 이후 양품에 대

해서 100회 연속 검사를 수행하였고 Fig. 21은 100회 

연속 검사 도중 일부 결과에 대한 중계기 화면을 캡처한 

것이다. 검사 수행 초기 불량 1회에 대한 데이터와 양품

에 대한 100회 연속 검사 후 데이터가 오류 없이 전송되

었으며 이 결과로 머시닝 센터 내에서도 전송 오류 없이 

검사 데이터가 중계기로 전송됨을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계 부품들 간의 체결 수단으로 

이용되는 이너탭을 머시닝 센터 내에서 가공 직 후 

검사가 가능한 기계접촉식 인라인 이너탭 검사 시스

템 제안하고 낮은 소비전력으로 검사 및 데이터 무선 

전송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저전력의 대표

적인 통신 방식인 Zigbee를 채용하여 데이터 전송 

시 전력소모가 적고 검사대기 시 절전모드로 진입하

게 하여 불필요하게 소비되는 전력 역시 최소화하여 

배터리로 구동되는 콜렛척 구조의 검사기에 적합하

도록 센싱 기능을 가진 제어 시스템을 설계 및 제작

하였다. 소비전력 측정 결과에 의해 5초 정도의 검사

시간 및 2,000mAh 용량의 리튬 이온 배터리를 사용

할 경우 30,000회를 상회하는 검사가 수행이 가능함

을 소비전력 측정결과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머시닝 

Fig. 17. Inspection samples.

(a) (b)

Fig. 18. Test results shown in repeater and server. (a) 

Repeater screen, (b) Server screen.

Fig. 19. Inspection system set up for machining center.

Fig. 20. Snapshots of inspector within machining center.

Fig. 21. Snapshots of results in repeater after 3 times 

insp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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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의 동작을 묘사한 테스트 시스템을 제작하여 양

품 및 2가지 경우의 불량 상황에 대한 검사 기능 실험 

및 실제 머시닝 센터 내부에서의 검사 기능 실험을 

통해 제안된 무선 통신 기반의 이너탭 검사 시스템의 

효용성을 확인하였다. 향후 상용화를 위해 제안된 검

사 시스템의 검사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장기적인 실증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안된 Zigbee 기반의 제어 및 센서 시스템이 초소

형 비전 센서와 같은 영상 획득 센서를 채용할 수 

있는 구조로 확장될 경우 영상정보에 기반을 둔 가공 

즉시 검사가 가능한 인라인 비전 검사 시스템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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