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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컴퓨터  원용  키이니매틱  트랜듀서  링크  시스템  및  그  시스템을  사용한  NC  공작기계  정밀도의  측정 
및 해석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a,  b도는  각각  수직형  메시닝센터와  CNC  터닝센터에  각각  설치된  카이니매틱  트랜듀서  링크를 도
시하는 도면.

제2도는  카이니매틱  트랜듀서와  관련  하드웨어로  구성되고  마이크로  컴퓨터로  인터페이스된  'JP 시
스템'을 도시하는 시스템 블록도.

제3도는 카이니매틱 트랜듀서 링크의 도면.

제4도는 서로 상이한 크기의 링크를 나타낸 도면.

제5도는 두개의 'TESA'제 프로우브를 사용한, 길이 조절가능한 링크를 나타낸 도면.

제6도는  트랜듀서를  링크의  외부끝에  재위치  시킴으로써  얻어질수  있는  소형  크기의  링크를  나타낸 
도면.

제7도는 기준 보올의 진구도 시험 결과를 나타낸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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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a, b도는 링크의 기준 길이를 셋팅 하기위한 카이니매틱 트랜듀서 셋팅 고정구 도면.

제9도는  'JP 시스템'의 '콤포지트 테스트' 프로그램의 기본 구조를 나타내는 블록도.

제10a도는 미크론 단위의 변위에 대한 포오트 값의 전형적인 조정예를 나타내는 도면.

제10b도는  상응하는  신호  노이즈가  3δ로  평가되는  최소자승식으로부터의  전달점의  편차를  나타낸 
도면.

제11도는  카이니매틱  트랜듀서  링크  및  설치  고정구에  대한  주위  온도  영향의  조정을  도시하는 
도면.

제12도는 표본화 시작 및 종료의 기본 원리를 나타내는 도면.

제13도는 부분원호에 대한 최상의 피팅(best fitting) 곡선을 도시하는 도면.

제14a~d도는 '기초 프로파일 테스트'의 플로터 인쇄의 몇가지 예를 도시하는 도면.

제15도는 상이한 목적의 시험에 대한 측정위치를 도시하는 도면.

제16도는 기하학적 형상검사 시험의 흐름도.

제17a, b도는 x-y 평면의 기하학적 형상검사 결과를 나타내는 도면.

제18도는 y-z 평면의 기하학적 형상검사 시험결과를 나타내는 도면.

제19도는 x-z 평면의 기하학적 형상검사 시험결과를 나타내는 도면.

제20도는 편평도 오차의 시험 결과를 나타내는 도면.

제21a,  b도,  제22a,  b도,  및  제23a,  b도는  상이한  컨투어  속도에서의  컨투어  경로의  작도예를 나타
내는 도면.

제24a, b도는 x-y 평면에서의 각각 보정 전후의 히스테리시스 시험 결과를 나타내는 도면.

제25도는 z-y 평면에서의 보정후의 히스테리시스 시험결과를 나타내는 도면.

제26a, b도는 x-y 평면에서의 각각 보정 전후의 히스테리시스 시험결과를 나타내는 도면.

제27도는 스핀들 회전에 의한 구조의 열변형을 나타내는 도면.

제28a, b도는 급속 이송률에 의한 축구동의 열변형률을 나타내는 도면.

제29도는 JP시스템에 의한 컨투어 조작에 의한 열변형 테스트의 정밀도를 나타내는 도면.

제30도는 컨투어 조작에 의한 축구동의 열변형을 도시하는 도면.

제31도  및  제32도는  각각  컨투어  조작에  의한,  두  위치에  있어서의  열변형  및  z축에  있어서의 열변
형 기울기의 결과를 각각 나타내는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수치제어(NC) 공작기계의 정밀도 산출을 위한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NC  공작기계에  의해  생산된  가공편의  정밀도는,  부정확한  기하학적  요인에  의해  기인된  편차, 진동
에 의한 편차,  부하,  취급조건,  보수 및 환경 효과와 같은 많은 인자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컨투
어(contour)  조작시,  이송  구동  장치  및  NC  시스템의  특성들도  역시  가공편의  정밀도에  영향을 
준다.

NC  공작기계의  정밀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직접  및  간접  시험방법  양자  모두가  시도될  수  있다. 
직접 시험은 특수한 형태의 시편기계 가공 및 그 기하학적 형상의 측정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직접  시험  방법은  일반적으로  단순하고  작은  크기의  공작기계에  테스트에  한정되는  반면에, 
몇가지  전문적  측정  기구를  사용하는  간접  시험  방법은  기계의  운용체적에  걸쳐서  NC  기계의 기하학
적 형상을 평가하는데 특히 유용하다.

본  발명은 일종의 간접 시험 방법이며,  특정 가공 공차와 NC  공작기계 오차의 발생원의 검사에 사용
되며, 또한 공작기계 정밀도 성능의 진단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즉, 본 발명은 컴퓨터를 이용한 카이니매틱 트랜듀서 링크 시스템(computer aided kinematic 
tranducer  link  system)의  사용에  의한  NC  공작기계의  정밀도의  평가를  위한  시스템에  관한  것이며, 
공작기계의 상이한 오차의 발생원의 분석 및 해석 방법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써큘라  테스트(circular  test)  방법으로도  NC  공작기계의  기하학적  오차와  제어  및  구동장치 
시스템에  관한  몇가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나,  공작기계  정밀도의  평가에  대한  완전한  가능성은 
보다 더 실용적이고 상업적으로 가능한 시스템이 유용할 때 비로소 현실화 될 것이다.

따라서 NC  공작기계 조작시 오차를 측정,  계산 및  분석하기 위한 보다 더  실용적이고 상업적으로 가
능한  수단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NC  공작기계  정밀도의  평가를  위한  신규의  컴퓨터  원용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컴퓨터  원용  시스템(이하  'JP  시스템'이라한다)은  실용적이고  경제성이  있는  NC  공작기계의 컨투
어 운동 정밀도의 측정 및 오차의 발생원의 분석 및 해석 방법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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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투어  운동의  오차의  발생원을  분석하기  위하여,  컨투어  경로상에서의  다양한  NC  공작기계  오차의 
영향이 조사되었으며, 상이한 오차들의 특성 오차 패턴이 분석되었다.

두  가지  상이한  타입의  컨투어  테스트  프로그램이  NC  공작기계의  실제  시험을  위해  개발되었다; 첫
째로는,  NC  공작기계의  컨투어링  정밀도를  간단하고  신속하게  검사하기  위한  프로그램인,  '베이식 
프로파일  테스트(basic  profile  test)'이고,  둘째로는,  세  축을  갖는  공작기계의  기하학적  형상과 
NC와  구동장치로부터의  오차의  발생원의  분석의  포괄적이고  완전한  검사  프로그램인,  '콤포지트 테
스트(composite test)'이다.

이러한  컴퓨터  원용  시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이한  직무  사이클하에서  선반,  터닝센터  등과 같
은  다양한  NC  공작기계에서의  컨투어링  운동의  상이한  오차의  발생원들이  조사되고  오차의  발생원의 
자료들이 분석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목적은  컨투어링  조작시에  기계의  오차를  결정하고  분석하는,  보다  더  실용적이고 상업적
으로 적용 가능한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기계  작동에  따른  열변형  성분들을  측정하며  정밀도에  대한  열변형의  영향을 
포함하여, 열변형 분석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NC  공작기계  정밀도의  자동측정,  자동평가,  및  자동기록을  위한 소프트웨
어의 적용에 의한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상기 및  여타 목적 뿐만 아니라 이점들을 본  발명에 의하여 달성되며,  이는 첨부된 도면과 관련하여 
이후 상세히 설명될 것이다. 

상기  목적들은  NC  공작기계의  정밀도  평가를  위하여  개발된  관련  소프트웨어와  함께  컴퓨터  원용 카
이니매틱  트랜듀서  링크를  사용함으로써  달성되는데,  이는  다양한  NC  공작기계의  시험에  의해 개발
되고 산출되어 왔다.

측정  시스템의  설계는  원형  경로를  이동하는  두  개의  마스터구  사이에  두  개의  변위  트랜듀서를 정
위시키는 카이니매틱 링크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시스템이 컴퓨터에 의해 원용되는 바와 같이, 컨투어링 운동 도중의 오차는 자동적으로 
기록되고,  완전한  원형  프로파일  형상  및  부분  원호에  대한  분석은  최소자승원리를  사용하여 수행된
다.

이  시스템은 NC  공작기계 검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기계 정밀도 성능의 진단을 위한 보조 수단
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

이  시스템의  체계적인  적용에  의해서  기계의  기하학적  형상,  구동장치  또는  수치제어  시스템에서 발
생하는 편차들이 한정될 수  있다.  또한 이  시스템은 가공편과 공구 위치 사이에서의 열  또는 부하에 
기인하는 오차에 의한 기하학적 변형을 평가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다.

NC  공작기계의  정밀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인들은  몇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될  수  있는데,  그것은 기하
학적  오차,  정적부하에  기인하는  오차  및  열에  기인하는  오차와  같은  준정적  오차;  NC의  내삽법에 
의한  연산과  구동장치  및  수치제어기의  부정확한  성능에  원인을  둔  NC내의  기하학적  처리  및 이송-
구동장치계 오차; 및 동적 부하 오차 및 진동이다.

그러나  크기,  형상,  위치,  및  방향  설정에  있어서의  기계가공편의  최종  정밀도는  또한  생산공정, 조
작자, 취급조건, 가공편 자체, 및 환경과 같은 다른 인자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JP  시스템'이라고  명명된  컴퓨터  원용  카이니매틱  트랜듀서  링크  시스템은,  머시닝  센터  및  선반과 
같은  공작기계의  기하학적  오차,  NC  및  구동장치  시스템  오차를  포함하여,  컨투어링  능력을 평가하
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원용의  컨투어링  경로의  원점은  제2보올의  중심과  일치하는  하나의  기준  보올을  정치시킴으로써,  즉 
NC  기계가  이  원점에  대하여  원형의  경로  둘레를  이동하도록  프로그램됨으로써  설정된다.  제1보올은 
가공편을 대신하여 작업대(machine table)에 장착되고 다른 보올은 공구(tool)를 대신하여 
장착된다.  기계의  원형  컨투어링  모우드  중에  이러한  두  개의  구  사이의  거리에  있어서의  상대적인 
변화는  초기  설치오차(setting  error)를  포함하는  원형의  프로파일형상에  있어서의 기계공구오차

(machine tool error)를 나타낸다.

소위  설치오차라고  하는  이  오차는  두  개의  구  사이의  원점을  설정할  때에  불가피하지만  소프트웨어 
분석에 의해 용이하게 보정될 수 있다.

예컨데,  수직형  머시닝센터와  같은  NC  기계상에서  컨투어링  시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첫  번째 보올
은  절삭공구를  대신하여  주축스핀들  상에  장착되고,  전자  프로우브(선형  가변  차동 트랜스포머
(LVDT)타입)가  장착된  링크가  머신  테이블  위의  자석베이스에  장착된  두  번째  보올과  연결된다. 자
석  베이스는  부정확한  프로그램  작성에  의해  기계에  가해질지도  모를  손상을  최소화하고  또한 설치
를  간단히  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제1a도는  수직형  머시닝  센터  상에  설치된  카이니매틱  트랜듀서 
링크를 도시하고, 제1b도는 CNC터닝 센터상에 설치한 동 링크를 도시한다.

공작기계는  기계  스핀들  내의  보올에  대하여  원형  또는  부분원호  둘레를  이동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  만일 이  기계가 어떠한 오차도 가지지 않고 보올들 사이의 설치오차가 0이라면,  두  개의 보올 
사이의  거리는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어떠한  상대  운동도  이  원형의  이동  도중에  전자 프로우
브로부터 검출될 수가 없다.

그러나  만일  이  기계가  초기  설치오차를  포함하는  어떤  오차의  영향  때문에  이상적인  원을  따라 이
동하지 않는다면 두 개의 보올 사이의 상대운동의 공칭원형경로로부터의 편차로서 감지 및 

32-3

91-005508



해석된다.

제2도는  카이니매틱  트랜듀서  링크(1)  및  그에  관련되는  컴퓨터  하드웨어를  포함하는  'JP  시스템'을 
도시하며;  이  카이니매틱  링크  컨투어링  측정  시스템은  마이크로  컴퓨터(2)와  인터페이스된다. 트랜
듀서(3,3')로부터의  아날로그  출력신호는  마이크로  컴퓨터(2)내의  A/D컨버어터(10)로  공급되며  이 

컴퓨터 내에서 전달된 데이터가 공칭원으로부터의 편차로서 분석된다.

본  발명  프로그램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프로그램된  프로파일로부터의  편차가 예견되
고  오차의  근원들이  분석될  수  있으며,  도트  매트릭스  프린터(5)  또는  x-y  플로터(4)상에  얻어지는 
하드카피와 함께 컴퓨터 모니터 상에 디스플레이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두  개의  단일축  선형  트랜듀서(3,3'),  두  개의  보올(7,7')  및  그  지지체(8,8'),  및 증
폭기/커넥터(9)로  구성된  두  개의  신규  구성의  하드웨어와,  마이크로  컴퓨터(2),  도트  매트릭스 프
린터(5),  플로터(4),  트랜듀서  출력  전압지시기(6),  및  컴퓨터  내의  아날로그  대  디지털 컨버어터카
드(10)로 구성된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제4도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몇가지  상이한  크기의  카이니매틱  링크들이  상이한  시험목적을 
위하여  구성되어있다.  상응하는  크기의  카이니매틱  링크  예비설치  고정구들도  또한  요구되는  설치 
길이의  예비설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구성되어  있다.  증폭기/커넥터  박스(9)가  상이한  장치들의 
상이한  입력/출력  전압  레벨의  조정을  위하여  조립되어  있다.  고정밀도  텅스텐  카아바이드 보올(스
페릭  엔지니어링사  제품,  입도  05--5μinch  구형  정밀도,  직경  18mm)이  표준의  기준구로서  사용되어 
있다.  카이니매틱  링크(1)는  탄소섬유로된  경중량  복합재료의  것이다.  게다가  저팽창  계수의  탄소계 
복합재료는  링크를  열적으로  안정하게  한다.  링크(1)는  카이니매틱(kinematic)설계  방식으로  두 개
의 구(7,7')사이에서 지지되어 있다.

제3도에  도시된  형상에  있어서,  트랜듀서  링크(1)의지지  시스템의  정밀도는  마스터  구가  평평한 끝
을  가진  트랜듀서(3,3')에  의해  직접  접촉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  내에서  2계  오차들을  도입할 뿐
이다. 이러한 배열로서, 미크론 이하의 정밀도가 용이하게 달성될 수 있다.

카이니매틱 링크(1)의 최소 크기는 가용한 트랜듀서의 길이에 의해 좌우된다.

제4도에  도시된  바와같이  제3의  기본형  카이니매틱  링크(11,12  및  13)에는  세  개의  상이한  크기의 
링크(11,12 및 13)가 구성되어 있으며 보다 더 작은 크기의 프로우브가 사용되었다.

두  개의  프로우브(30,30')를  사용하는  최소  카이니매틱  링크  길이는  제5도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
이 대략 90mm이다. 그와 같은 배열로 측정이 하나의 설치에서 단일의 평면으로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더욱더  작은  크기의  링크가  제6도에  도시된  바와  같은  링크의  바깥쪽  끝에  트랜듀서를 재
위치 시킴으로써 달성될 수도 있다.

JP  시스템용으로  적절한,  상업적으로  가용한  트랜듀서의  타입은  다양하다.  예컨데,  테사(Tesa), 마
아(Mahr),  머어서(Mercer)등에  의해  제작된  트랜듀서들과  0.01μm대의  반복  가능성을  가진 트랜듀서
들은  대부분의  정밀기계에서의  평가를  위하여  적합하다.  아날로그  전압  지시기를  구비한  Tesa제의 
인덕티브 하프브리지 원리형 선형 측정 프로우브가 본 발명에 사용되었다.

정밀  텅스텐  카아바이드  보올들이  그들의  마모  저항  때문에  기준구로서  사용되었으며,  또한  그 정밀
도는  스틸보올들의  정밀도  보다  더  양호하다.  이러한  보올의  진구도가  시험되어  그  결과가  제7도에 
도시되어  있다.  제7도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보올의  진구도의  시험  결과는  대략 0.1-0.2μm이
다.

보올(7,7')은  특수  접착제(시바  가이기(CIBA  GEIGY)사  제품,  애럴다이트(Araldite)  2005)에  의해 보
올 유지 지지체(8,8')상에 장착되어 있다.

카이니매틱  트랜듀서  링크  설치  고정구는  제8도  및  제9도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같이  경성의  스틸 베
이스(20)상의  보올  유지  지지체  상에  장착된  몇개의  보올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기준  보올은  특수 
접착제에  의해  보올  유지  지지체상에  장착되며,  보올  유지구는  억지  끼워마춤나사에  의해  두꺼운 정
사각형  스틸  바아(30mm)(20)에  끼워진다.  두꺼운  정사각형  스틸  바아는  굽힘  변형을  방지하는데 사
용된다.  몇개의  보올을  사용함으로써  몇개의  기준  거리가  상이한  기준거리  설정을  위하여  예비 설정
될 수 있다.

제8b도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이  고정구는 또한 기하학적 검사 시험을 위한 상이 위치 시험에 
대하여 자석 베이스 대신에 기계 베드상의 기준 보올 지지체로서도 사용될 수 있다.

보올  사이의  중심거리는  HP  레이저  간섭계(HP  Laser  Interferometer)  시스템에  대하여  정확하게 조
정되어져야만 한다.

'JP'로  명명된  집적된  컴퓨터  프로그램이  컨투어  운동  측정,  컨투어  경로의  플로팅,  컨투어  테스트 
결과와 오차 발생원의 원인 분석을 위하여 개발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조정(calitration)',  '기초  프로파일  시험',  '기하학적  형상검사  시험',  및  'NC 검
사 시험'과 같은 몇개의 소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서브 프로그램의 각각은 데이터 
표본화,  데이터 평균화,  컨투어 경로 분석 및 컨투어 경로 작도와 같은 기능 및 절차에 의해 몇개의 
소 프로그램으로 분할된다.

제9도는  JP  프로그램의  기본  구조를  도시하고  있다.  컴퓨터  기술을  사용함으로서의  이점들은  다음과 
같다.

인터페이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측정  시스템으로부터의  출력  전압  신호가  판독되며, 
평균치가  산출되고,  관련정보가  컴퓨터에  의해  저장된다.  평균,  표준편차,  및  최상의  피팅  곡선을 
위한  최소자승법과  같은  몇몇  통계학적  수단들이  표본화된  데이터에  대하여  신속하게  연산된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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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스  소거법  및  다른  수치해석  방법과  같은  선형  방정식  세트에  대한  연립해가  시험결과의  산출 도
중에  사용된다.  그래픽  소프트웨어와  관련되어,  시험결과가  모니터상,  프린터  또는  플로터에 작도된
다.

측정의  추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Tesa  유니트(전자  프로우브)로부터의  출력은  프로우브의  변위로 환
산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정확하게 이해되어져야만 한다. 

이것은  A/D  값이  트랜듀서의  운동으로  환산하여  얻어질  수  있게  하는  전달  조정  프로그램을 개발함
으로써 달성된다. 프로우브의 0위치에서의 값도 역시 산출될 수 있다.

이  조정 전달은 몇  개의 A/D  포오트값과 상응하는 TESA  변위  유니트상의 판독값으로 최소 자승 라인
을 컴퓨터 연산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이 선형 조정 방정식은

A/D 값 = P,S+Q

의 형태이며, 여기에서

P : 포오트값/변위(μm)

X : 전자 프로우브의 변위(μm)

Q : 0의 설치위치 포오트값

이다.

마이크로  단위의  변위에  대한  포오트값의  종래  조정예가  제10a도에  도시되어  있다. 최소자승방정식
으로부터의  전달된  지점의  편차가  제10b도에  도시되어  있으며,  여기에서는  상응하는  신호  노이즈가 
3δ(표준편차)로 환산되어 평가된다.

주위온도의  변화에  기인하는,  카이니매틱  링크  설치  길이와의  사이의  관계가  상이한  온도에서의 수
개의  측정에  의해  조사되어졌다.  제11도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TESA  변위  유니트에의  동일한 
설치로부터의  변위값은  온도가  1도  증가함에따라  1.2μm  증가된다.  이  값은  전체  소프트웨어  분석에 
걸쳐서 카이니매틱 링크와 설치 고정구에 대한 열적 오차 보정값으로서 사용된다.

컨투어링  시험  도중  카이니매틱  기준  링크  상의  전자  프로우브의  연속전압출력은  A/D  컨버어터를 걸
쳐서  컴퓨터로  전달된다.  아날로그  대  디지털  변환을  위하여,  랩  마스터(Lab  Master),  PC-26,  PC-30 
등의 어떠한 상품화된 하드웨어 카드도 사용될 수 있다.

A/D  변환용의 8  내지  256  채널과,  12,14  및  16비트  해상도와,  30,40  또는 100KH Z  변환율을  제공하는 

랩  마스터  카드와,  A/D  변환용의  16채널과,  12비트  해상도와  23-35KHZ  변환율을  제공하는  PC-26 카
드가  'JP  시스템'내에서의  A/D  변환용으로  사용된다.  그리고  이러한  전달된  데이터는  소프트위어에 
의해 A/D카드로부터 판독되었다.

시험  일련번호,  시험일자,  시험기계의  상태와  같은  일반적인  시험  데이터가  입력된  후에,  컴퓨터는 
트랜듀서  링크로부터  아날로그  신호를  샘플링할  준비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오차데이터타의 샘플링
은  프로파일상에서의  시작  및  종료  위치와  동기적으로  일치되어야만  하며,  결과적으로  기계상의  NC 
조작과  데이터  획득을  제어하는  컴퓨터  프로그램과의  사이에는  몇가지  레벨의  교신이  있어야만 

한다.

'JP  시스템'에  의하면,  알고리즘은  필요한  프로파일  경로에  걸쳐서  데이터가  자동적으로  샘플링되게 
할 수 있는 NC 프로그래밍 수단에 관련하여 창안되었다.

예컨데,  특정한  원형의  프로파일  형상용  NC  프로그램은,  요구되는  프로파일  형상에  대한  공칭 방향
에서의  5mm의  '런  인(run  in)과  '런  아웃(run  out)'을  포함하고  있다.  제12도는  샘플링의  시작  및 
종료  원리를  도시하고  있다.  제12도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트랜듀서는  발생가능한  오차 범위
보다 2배 또는 3배 더 큰 범위에 걸쳐서 측정할 수 있는 규모의 것이다. 데이터는 이 범위에 걸쳐서 
샘플링되며,  따라서  불필요한  데이터는  데이터  샘플링  단계의  시작과  끝에  나타나게  된다.  이 데이
터는  컨투어  오차분석  이전에  소거되어져야만  한다.  이것은  카이니매틱  링크가  샘플링을  위한 이상
적인  시작  위치인  자신의  커투어링  반경  위치에  도달하기  이전에  샘플  판독값  갯수를  계산함으로써 
달성된다.

이러한  샘플링  수단과  카이니매틱  링크  내에서의  마스터구에  대한  선형안내스타일  작용  때문에, 상
이한  평면에  대한  연속적인  데이터  샘플링이  기계상의  카이니매틱  트랜듀서  링크의  리세팅  및 재장
착이 없어도 가능하다.

시험에  걸쳐서  얻어진  샘플의  개수는  소프트웨어의  샘플링  속도와,  A/D  인터페이스  변환속도,  및 기
계의  컨투어링  속도에  관계된다.  실제로,  이러한  것들은  결과의  컴퓨터  연산처리  및  플로팅  시간에 
부가될 과도한 갯수의 데이터 포인트로 대개 귀착한다. 

따라서  데이터  양은  소프트웨어  내의  샘플링  속도의  제어에  의하여  대략  2000-4000  포인트로 감소된
다.  이러한  데이터는  또한  프로파일  형상을  따라서  각각  1도  간격에  걸쳐  판독한  각각의 판독치로부
터의  평균값을  계산함으로써  감소된다.  이  데이터는  차후의  분석을  위하여  데이터  파일에  저장되게 
된다.

제13도는  측정된  프로파일  형상에  대한  측정중심  및  최소자승중심의  일반적인  경우를  도시하고 
있다.

발생가능한  모든  상이한  기하학적  오차는  이  '기하학적형상  검사  시험'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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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될  수  있다.  이러한  오차  성분을  분석하기  위하여,  세  축에  대한  두  개의  상이한  위치  시험이 
필요하다.

NC  및  구동장치  시스템은  상이한  컨투어링  속도를  적용시킴으로써  'NC  검사  시험'  소프트웨어를 사
용하여 검사될 수 있다.

측정  데이터는  공칭원(최소자승원)으로부터의  원형  형상편차로  환산되어  분석된다.  원형경로  및 산
출결과는 상품화된 범용 그래픽 소프트웨어 유틸리티(그래픽 X(Graphic X), 메타윈도우(Meta 
window)등)에  의해  모노크롬  또는  EGA  칼러  모니터상에  디스플레이되며  하드카피들도  또한  도트 매
트릭스 프린터 또는 x-y 플로터에서 얻어질수 있다.

제14a~d도는  '기초  프로파일  시험'으로부터의  몇가지  플로터  프린트  예를  도시하고  있다.  이 시스템
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며,  부분원호/원  중의  어느  부분이라도  작도  될  수  있으며  작도 오
차 크기의 배율도 수동 또는 자동으로 조정될 수 있다.(제14b도 참조)

본  신규의  컨투어링  시험  방법이  이미  개발된  원형의  시험방법과  유사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지만, 
본 방법이 자동측정설비 및 컴퓨터 원용 산출로 구체화되는 바와 같이 많은 점에 있어서 보다 더 우
수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본  장치의  제조가가  저렴하고  신속측정  및  해석,  설치의  용이성, 고정밀
도  및  자체검사  기능이  있으므로  본  장치는  정기적인  기계시험방법으로써  효과적이다.  예컨데, 기계
가  전형적인  직무사이클을  수행한  후에  기계  작업대와  스핀들  사이에서  발생된  열에  의해  기인된 오
차를  측정할  수  있으며,  또한  기계  유효  수명  기간동안에  걸쳐서  정기적인  간격으로  작업장에서의 
수개의 공작기계를 시험하는 것도 가능하다.

수개의  상이한  크기의  카이니매틱  링크를  사용하면,  기계오차의  상이한  근원도  분리될  수  있다. 예
컨데,  짧은  길이의  카이니매틱  링크를  적용할  때,  기하학적  오차는  안내홈(guideway)  또는 스케일에
서  어떠한  불연속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단지  적은  영향만을  끼친다.  따라서  짧은  길이의  카이니매틱 
링크에  의한  시험은  일반적으로  제어시스템의  특성  및  구동장치의  특성(히스테리시스,  선형성)을 나
타낸다.

본  시스템의  그  이외의  특징은,  길이를  미리  알고  있는  고정보올  설치  고정구를  이용하여  시험전에 
정확한 절대 길이로 링크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NC 공작기계시험에 의한 특성 및 이점들은 다음과 같다.

비교표준 : 2개의 정밀보올

오차 추출 : 1차원 프로우브

측정 및 작도 : 프로우브(들)→컴퓨터→플로터/프린터

설치/취급 : 최대로 간단한 용이

1. 카이니매틱 링크를 재설치, 재장착하지 않고도 상이한 평면에 대하여 연속 시험.

2. 소프트웨어에 의한 설치 오차의 자동소거.

오차의 산출 : 기하학적오차, NC 및 구동장치오차, 열에의해 야기되는 오차(컴퓨터 원용 자동)

1. 기계 정밀도의 신속 검사

2. 오차추적의 자동확대

3. 부분원호 산출

4.  이전의  모든  측정데이터가  데이터  파일에  저장되어있기  때문에,  이전  시험결과와의  비교가 가능
함.

5. 시험결과의 자동 분석

실용적/상업적  적용  가능성  :  시험하기에  용이함,  사용하기  용이함,  컨투어  오차의  신속  및  정확한 
분석, 및 간단하고 저렴한 소프트웨어.

[실시예]

세  축을  가진  NC  공작기계의  정밀도가  검사되었으며,  오차발생원인이  몇가지  다른  크기의 카이니매
틱 링크의 상이한 위치에서의 연속 시험에 의해 검출되었다.

이러한  시험을  위하여  '콤포지트  테스트'라고  명명된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콤포지트 테스트'프
로그램의 구조에 대한 제10도 참조)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기하학적  형상검사,  NC  및  구동장치  검사  및  열변형에  기인하는  오차 검
사와 같은 세가지 서로 다른 타입의 검사가 실제 NC  기계를 이용하여 실시 되었으며 그 결과가 자동
으로 분석되었다.

이 시험에는 수직형 머시닝센터가 사용되었다.

[실시예1]

[기하학적 형상 검사 시험]

1. 범위

세축을  가진  NC  공작기계의  기하학적  형상의  포괄적이고  신속한  검사와  컨투어운동  오차  근원의 진
단이, 각 축에 대한 몇가지 데이터 샘플링과 컴퓨터 원용분석에 의해 결정된다. 이 시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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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컨투어  시험이  적어도  여섯  곳의  상이한  위치,  즉  각각의  축에  대해  두  곳에서 수행되어
야만 한다.

이러한  시험으로부터,  각  운동(피치  및  요오)  및  로울운동  정밀도와  각각의  축의  수직도(직각도) 뿐
만아니라 동적 위치결정 정밀도가 검사될 수 있다.

위치결정오차는  각각의  축에  있어서  두  위치에서  시험을  수행함으로써  각도에  의한  오차로부터 분리
될  수  있다.  로울  운동은  그  절대값으로는  측정되지  않고  그  값차로써만  측정된다.  순수  각도 오차
는  두개의  상이한  컨투어  시험으로부터  얻어진  결과의  차를  구함으로써,  오차가  선형일  경우에만 얻
어질 수 있다.

각각의 축의 직각도 오차는 평균화된 컨투어 경로 결과의 특정한 각도값으로부터 계산되었다.

x-y  평면  내에서의  컨투어링  도중의  x-y  운동평면의  편평도  역시  상이한  크기의  카이니매틱  링크를 
사용하여 두 개의 상이한 위치 시험을 수행함으로서 산출되었다.

2. 시험결과

제15도에  도시된  상이한  위치에서의  수개의  컨투어링  운동을  위한  NC  프로그램이  준비되었으며,  이 
프로그램은 RS 323 인터페이스를 통하거나 직접 키이보드 입력에 의해 NC 제어기에 전달된다.

(1) 본 시험을 위한 최대가능크기의 카이니매틱 링크를 선택한다.

(2) 전자 프로우브의 변위값에 대한 A/D  포오트값을 조정(calibration)한다.

(3) 설치 고정구를 사용하여 카이니매틱 트랜듀서 링크를 셋팅한다.

카이니매틱  트랜듀서  링크는  제8b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카이니매틱  링크설치  고정구상에 장착되는
데,  이는  이미  기계작업대  위에  사전  설치되어  있다.  전자  프로우브를  가진  카이니매틱  링크는  이후 
전자 프로우브에 직접 연결된 아날로그 전자 게이지상의 다이얼을 사용하여 0으로 정치된다.

(4) 기준 보올의 장착

보올지지체가  기계스핀들에  체결되며,  카이니매틱  링크  설치  고정구상의  다른  보올의  중심은  스핀들 
내의 보올 중심 위치와 일치되도록 설치된다.

(5) NC 프로그램의 검사

컨투어링  오차가,  카이니매틱  트랜듀서  링크로  어떠한  측정을  행하기  이전에  트랜듀서의  선택된 범
위 이내에 드는가의 여부를 입증하기 위하여 NC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6) 시험 기계상에 카이니매틱 트랜듀서 링크를 설치한다.

스핀들과  설치고정구상에  설치된  두  개의  기준보올을  깨끗이  한  후에,  선택된  카이니매틱  링크가  두 
개의 보올사이에 장착된다.

(7) 주위의 온도 측정

시험중의  공작기계  가까이의  주위온도는,  측정시스템에  대한  주위온도의  효과를  보정하고 공작기계
오차에 대한 주위온도의 열적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측정된다.

(8)  컴퓨터에의  기하학적  형상  검사  시험(Geometry  Check  Test)  프로그램을  로우딩하고  시험을  위한 
일반 입력자료를 입력한다.

(9)  카이니매틱  트랜듀서  링크와  컴퓨터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점검하고  기하학적  형상  검사 시험
(Geometry  Check  Test)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하여  시험하는  기계의  NC  제어기에  있는  사이클  시작 
버튼을 누름.

모든  시험준비가  끝난후에  실제  측정은  NC  제어기에  있는  기계  사이클  시작  버튼을  누름으로써 개시
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시험  절차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의해  속행된다.  시험중  하나의  평면의 
데이터  샘플링이  완료된  후에,  카이니매틱  링크는  다른  위치  시험을  위하여  다른  위치에 장착되어야
하며, 데이터 샘플링 절차는 모든 상이한 위치 시험이 완료될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반복된다.

한번의  측정  데이터가  저장된  후에는  시험을  계속할  수  있으며,  택일적으로  컨투어  운동  데이터의 
분석이 시작될 수도 있다. 제16도는 '기하학적 형상 검사 시험' 프로그램의 흐름도를 도시하였다.

기하학적  형상의  검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컨투어링의  반경과  컨투어링  속도이다. 측정속
도는  저속(1-10mm/sec)이어야  하며,  따라서  구동장치  및  제어  시스템으로부터의  어떠한  오차  발생 
영향은 거의 없다.

NC  및  구동장치  시스템으로부터의  오차를  최소화하도록  카이니매틱  링크의  최대크기를  선택하여야 
한다.  카이니매틱  링크의  최대크기를  선책하여야  한다.  카이니매틱  링크의  최대  크기는  시험하는 기
계의 작동 범위의 크기에 달려 있다.

컨투어링  정밀도는  주위온도,  외부진동등과  같은  환경효과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환경효과
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9. 기하학적 형상 검사 시험결과의 평가

컨투어링  원호/원  경로  작도에  의한  기하학적  형상검사  시험의  평가는  소프트웨어  '기하학적  형상 
검사  시험'의  실행에  의해  모니터상에  표시되었다.  두  개의  상이한  시험위치의  경로들이  함께 도시
되었으며,  몇몇  중요한  각도에  대한  컨투어링  반경값들이  서로서로  비교되었다.  이  소프트웨어를 사
용하여,  기초적인  분석  결과  뿐만  아니라  동적위치결정오차,  각도오차,  편평도오차  및  직각도오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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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되었다.  일반적인  입력  데이터도  시험중에  각각의  데이터  파일에  저장되어  분석된  결과와  함께 
표시되었다.

[입력데이터]

시험 기계 명칭, 시험 일자, 시험 일련번호, 시험상태 : 측정속도(컨투어링 속도)

측정평면(예 : xy평면)

컨투어링 반경(카이니매틱 링크의 반경)

[결과의 분석]

도표1에는  x-y  평면의  기초  분석  결과가  표시되어  있으며,  제17a,  b도에는,  x-y  평면내의  두  개의 
상이한 위치에서의 컨투어 작도 결과가 도시되어 있다. 제18a, b도는 동일한 시험결과를 
도시하지만,  제18b도에는  두  개의  원의  중심이  일치하고,  오차의  작도  크기가  두  개의  상이한 위치
에서의  시험  결과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에  의해  확대되어  있다.  제18도와 제19
도에는 y-z  평면과 x-z  평면의 컨투어 작도 결과가 각각 도시되어 있다.  각각의 축에 대한 기하학적 
형상검사  위치결정오차,  피치,  요오  및  로울차  및  각각의  직각의  평면의  직각도가  상이한  위치 시험
으로부터의  샘플링된  데이터를  비교함으로써  계산  될  수  있다.  각각의  오차  성분을  분석하는데 사용
된 분석방법은 도표2에 요약되어 있다.

이러한  오차분석  방법들을  적용함으로써,  각각의  축의  기하학적  형상검사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도표3에는,  머시닝센터의  기하학적  오차  검사의  소프트웨어  분석  결과가  도시되어 

있다.

[기초 프로파일 평가]

도표1에 이미 도시된 바와 같이, 다음의 공차검사가 가능하였다;

[표 1]

기하학적 형상 검사의 분석 결과 

[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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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 시스템 검사에 의한 기하학적 형상 오차 분석의 요약(TAKISAWA 수직형 머시닝 센터의 경우)

1. R : 공칭 반경

r : 최소 자승 원/원호 반경

L : Abbe 오프셋 길이(m)

m : 최대 길이 방향 오차(μm/m)

test 1…7 : 컨투어 시험 위치

2. 단위

반경 및 직경 : μm

각 오차 : arcsec

위치 오차 : μm

[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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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학적 분석 결과(TAKISAWA M/C)

- 센터링 오차의 검사(초기 셋팅 오차의 검사)

- 진구도 결과의 검사,

- 직경의 검사, 및

- 반복가능성,

- 내삽법에 의한 연산의 정밀도,

- 히스테리시스,

- 동적 위치 결정 오차,

- x-y 가동평면의 편평도,

x-y  평면내에서의  컨투어링  도중의  x-y  운동  평면의  편평도는  상이한  크기의  카이니매틱  링크를 사
용하는 두 개의 상이한 위치시험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되었다.

타키사와(Takisawa) 수직형 머시닝센터에 대한 기하학적 형상검사 시험분석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1. 진구도의 결과 : -2.5μm/4μm(6.5μm)

2. 동적 위치 결정 오차(x-y 평면) : 0.4μm

3. 위치 결정 오차(시험 길이 : 180mm)

x축 : -0.6μm

y축 : 4.5μm

z축 : 1.1μm

4. 직각도

x-y 평면 : -22μm/m

y-z 평면 :  60μm/m

z-x 평면 : -9μm/m

5. 피치 및 요오 에러

øy(X) : -13.2arcsec

øz(X) :  -2.8arcsec

øx(Y) :  -3.2arcsec

øz(Y) :   4.9arcsec

øx(Z) :   7.3arcsec

øy(Z) :   4.6arcsec

6. 각 평면내에서의 로울 차

x-y 평면 : -0.4arcsec

y-x 평면 :  3.2arcsec

x-z 평면 : -3.7arcsec

이러한  값들은  10mm/sec  미만의  컨투어링  속도에서,  x-y  테이블의  중심에서,  기계작업대로부터 50mm
와 230mm 사이의 높이에서, 180mm 반경의 경로의 이동에 대하여 유효하다.

[실시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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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및 구동장치 검사시험]

1. 범위

NC  시스템의  신속검사,  수치제어  및  구동장치의  매개변수  수의  조정,  및  NC  제어  시스템의  특별한 
매개변수 변화의 영향 조사가 상이한 컨투어링 속도에서 수개의 시험을 수행함으로써 가능하다.

최대  컨투어링  속도를  결정한다.  컨투어링  속도를  변화시킴으로써,  컨투어  편차가  속도와  가속도에 
따라  검출될  수  있다.  이러한  시험의  결과로부터,  최대  가능속도  및  가속도가  설정되어  컨투어링 정
밀도가 특정 공차이내에 들도록 할 수 있다.

서보(servo)  게인(gain)의  부정합을  인지한다.  컨투어  시험은  컨투어  루프의  부정합된  게인에  의해 
야기되는 속도오차의 절대값을 검출할 수는 없으나 두 개의 속도오차 사이의 차를 인지할 수 있다.

컨투어  시험은  루프게인을  최적화하고,  모든  축의  속도오차를  동등값으로  조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
다.

2. 절차

NC  검사시험장치의  설치  및  데이터  샘플링  절차는  '베이식  프로파일  시험'과  동일하지만,  'NC 검사
시험'이라  호칭되는  별개의  소프트웨어가(자동절차라는  이름의)  상이한  속도  시험의  데이터 샘플링
을 단순화하고, 이송구동장치의 부정합의 분석을 위하여 개발되었다.

NC  시스템  및  구동장치의  검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매개변수는  컨투어링  속도로써,  상이한 컨투어
링 속도(1-33mm/sec)에 대한 동일 반경 컨투어가 수행되어져야만 한다.

기하학적  형상오차로부터의  효과는  최고화하기  위하여  카이니매틱  트랜듀서  링크의  최소  크기를 선
택하여야 한다. 100mm 길이의 카이니매틱 링크기 Takisawa 머시닝 센터의 시험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3. NC 및 구동장치 검사 시험 결과의 평가

컨투어힝  원호/원  경로의  컨투어  시험의  산출결과는  'NC  검사  시험'  프로그램의  실행에  의해 모니터
상에 표시되었다. 'NC 검사 시험' 프로그램을 위한 일반적인 입력데이터는 '베이식 프로파칠 
테스트' 프로그램과 유사하였다.

[입력 데이터]

시험기계명칭, 시험일자, 시험일련번호,

시험상태 : 측정 속도(컨투어링 속도),

측정 방법,

측정 범위 : 측정 시장/종료

각도, 측정 평면(예 : xy 평면)

컨투어링 반경(카이니매틱 링크의 반경)

[결과의 분석]

NC  검사시험의  기초적인  수치산출은  도표4에  도시되어  있으며,  상이한  컨투어  속도에서의  컨투어 경
로의 작도예는 제21a, b도, 제22a, b도, 및 제23a, b도에 도시되어 있다.

[베이식 프로파일 평가]

센터링  오차의  검사,  진구도  결과의  검사,  반경  검사,  내삽법에  의한  연산의  정밀도, 히스테리시스
(제21a,  b도  참조),  최소 자승 반경(실제 컨투어링 반경)  및 상이한 속도 오차 계산 등이 베이식 프
로파일 해석(도표4 참조)에 의해 얻어졌다.

[서보 응답 오차]

컨투어  결과의  최소  자승  반경은  컨투어  속도가  증가됨에  따라  감소되었으며,  그것은  서보  응답에 
의한  이송구동장치의  속도  오차의  결과였다.  상이한  속도에서  얻어진  최소  자승  반경의  비교는 제
21a도 내지 제23b도에 도시되어 있다. 제21b도 및 제23a도로부터, 최대 19μm(100,0010-
99.9824mm)의 서보 응답 오차가 검출되었다.

[서보 게인(gain)의 부정합]

상기  도면과  도표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컨투어링  속도가  낮을  때,  속도  피이드백은  문제가 
안되며,  상이한  속도에  따른  오차도  대략  1μm(도표  4(A)  참조)였으며,  따라서  두축  이득의 부정합
은 제21a  및  b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컨투어 경로상에서 용이하게 검출 될 수 없었다.  그러나 제23a 
및  b도에  도시된  바와  같은  33mm/sec의  속도에서와  같은  급속  컨투어링시에는  서보게인의  부정합은 
명백하게  나타났다.  이  속도에서의  속도오차의  차는  대략  5μm(도표  4(C)  및  (F)  참조)였다.  두 방
향 시험(F)에 대한 이 오차값은 다음과 같이 얻어졌다.

F={D45(ccw)-D-45(ccw)}-{D45(ccw)D-45(ccw)}/4

 ={199.9696-199.9584)-(199.9605-199.9706)}/4

 = (0.0112+0.0101)/4=0.005325mm=5.3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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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D4 : 45deg.에서의 반경(mm)

               D-45 : -45(135)deg.에서의 반경(mm) 

[표 4]

NC 및 구동장치 검사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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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된 히스테리시스]

축의  히스테리시스는  공작기계의  NC  제어기내에서  보정  매개변수값을  변화시킴으로써  보정되었다. 
제25도에는  x축에서의  3μm와  y축에서의  8μm의  비보정  및  보정  히드테리시스에  대한  컨투어  시험 
결과의  예가  도시되어  있다.  각각의  축의  반전  위치에서의  급격함  계단식  변화는  제거되었다. 그러
나  y축에  있어서,  90도  위치값이  과보정  되었는데,  이는  축의  양쪽  끝에서의  히스테리시스값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제25도는  z-y평면에서의  보정후의  히스테리시스  시험결과를  나타내며,  제26a  및  b도는 x-z평면에서
의  각각  보정전후의  히스테리시스  시험결과를  나타낸다.  하기에  나타낸  바와  같은  이러한  결과는 컨
투어링 정밀도가 히스테리시스 보정에 의해 상당히 향상될 수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여기에서 CR :  ｜최소 r-공칭 r｜+｜최대 r-공칭 r｜

Tskisawa 수직형 머신센터의 NC 및 구동장치 검사시험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서보응답에 의한 속도오차(이송률 33mm/sec에서) : 19μm

2. x-y평면내에서의 서보이득의 부정합 : 5.3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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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률 33mm/sec에서)

3. 히스테리시스 :

[실시예 3]

[열변형 오차 검사 시험 ]

1. 범위 

열변형 오차는 가공편 정밀도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이다.

이  오차는,  온도가  시간에  따라  서서히  변화하며  통상  공작기계  자체의  구조와  관계되기  때문에 항
상  측정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다.  이  의정적(quasi-static)오차를  검출하기  위하여는,  시험시간이 
짧아야만하며  다차원  시험  방법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조건을  만족시키는  종래의  방법은 
어느 것도 없다.

JP시스템은  컴퓨터  원용이며  간단하고  신속하며,  3차원  시험  방법이며,  이는  또한  가공편과  공구 위
치사이에서  열적으로  기인되는  변형에  의한  기하학적  변형의  신속검사를  제공할  수  있다.  특별히 내
부온도변화의  영향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시험  방법이  필수적이며,  그렇지  않으며  측정중의 
온도변화는  시험결과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JP시스템  컨투어  시험은  열변형 오차
검사에  대한  효과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JP컨투어  시험이  열에  의해  발생된  오차가  공작기계 정밀
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열부하 아래에서 기하학적 시험에 적용되었다.

시험은  연속기계  작동하에서  몇시간  동안에  걸쳐  수행되도록  하였으며  열효과의  영향은  소정의 시간
간격후에 측정을 반복함으로써 측정되었다.

'공작기계의  열변형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영국  표준안(제2개정판)(British  Standard  draft  for 
assessing  the  effect  of  thermal  distortion  of  machine  tools(2nd  revision  :  AMTRI,  1988년 5
월))'의  기본원리가  이러한  시험에  적용되었다.  이  표준안은  내부  열원에  의한  기계의  열적 거동으
로부터  기인하는  가공편의  비정밀성에  대한  영향과  구동장치의  구조  및  드리프트의  결과적인  변형을 
평가하는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기계작동중에  야기된  기초  기계  유니트의  온도변화는  결국  기계가공  위치에서의  기하학적  변위를 일
으킬수도  있기  때문에,  공구와  가공편  사이의  온도거동  및  결과적인  상대변위가  설정되어져야만 한
다.

수회의  반복적인  JP시험으로  위치결정  정밀도에  미치는  영향과  축  구동장치의  열적  팽창  및  수축의 
반복  가능성의  양을  측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레이저  반사기  및  원격  간섭계가  시험중의  축의 
가동부분에 의해 횡단되는 거리를 측정하는데 필요하다.

이  시험은  종래  방법에서  용이하지  않았던  것을  가능한한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급속 
이송속도에서의  기계  부하에  의한  JP시험을  사용하면,  단일  축구동의  열이  용율  뿐만  아니라  두  축 
구동의 열 이용율도 용이하게 수행되고 산출될 수 있다.

상기  영국  표준안은,  모든  축은  주스핀들을  제외하고는  구조의  열변형  시험중에는  정지상태로 유지
되어야만  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축들은  전체  구조의  실제상의  열변형을  시뮬레이션하기 위
하여는  계속적으로  열변형  시험중  컨투어  운동을  하여야만  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컨투어  조작을 
나타내는  기계  부하에  의한  컨투어  시험  측정  역시  실제  컨투어  운동시의  열변형을  측정하기  위해 
수행되어져야만 한다.

2. 시험 절차

열에  의한  오차검사시험의  준비  및  데이터  샘플링  절차는  '베이식  프로파일  테스트'와  동일하다. 그
러나,  동일한  시험상태에서의  데이터  샘플링이  전체  시험시간에  걸쳐  매  5-20분마다  반복적으로 수
행되었다.  시험간격  사이에,  기계는  부하  형식에  의해  결정된  기계부하형식에  따라  움직여졌다. 시
험기간 도중에 역시 계속적으로 측정되어 각각의 시험결과파일에 기록되었다.

세가지 상이한 형식의 열부하가 열적 시험 도중 고려되어져야만 했다.

기계 부하 형식 1:

1. 시험시간에 걸쳐서 n=nmax×70%의 주스핀들의 일정 아이들 가동속도에 의한 공작기계의 열적 부하

2. 측정가격 : 15분

3. 모든 축은 시험중 정지상태로 유지함

4. 최소 기계 작동 시간 : 3시간

기계 부하 형식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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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축은 축의 끝점간에 급속 이송되어져야 한다.

2. 측정 가격 : 5분

3. 각축의 최소 기계 작동 시간 : 1시간

기계 부하 형식 3 : 

1. 시험시간에 걸쳐서 n=nmax×70%의 주스핀들의 일정 아이들 가동속도에 의한 공작기계의 열적 부하

2. 측정가격 : 15분

3. 모든 주축들은 일반적인 컨투어 이송률로 작동한다 :

F 100-F 1000,

4. 최소 기계 작동 시간 : 3시간

[구조의 열적 변형(스핀들 회전에 기인함)]

시험중의  기계는  기계부하형식  1에  의해  작동되었다.  상기  영국  표준안에  따라,  모든  축들은 주스핀
들을  제외하고  시험중에  정지상태로  유지되었다.  컨투어  시험은  3시간에  걸쳐  매  15분마다 반복되었
으며 컨투어 운동의 측정 중심의 변화가 측정되었다.

두 개의 상이한 위치 시험이 z축의 열기울기를 산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축 구동장치의 열변형]

시험중의  기계는  기계부하형식  2로  작동되었으며,  이  시험은  가능한한  신속하게  수행되었다.  컨투어 
운동의  온도  및  편차가  1시간의  시험기간에  걸쳐서  측정되었으며,  측정  중심  및  컨투어링  반경의 변
화가 측정 및 조사되었다.

[열적으로 기인된 컨투어링 오차]

시험중의  기계는  기계  부하  형식  3으로  5시간  동안  작동되었으며  측정  중심  및  컨투어링  반경의 변
화가 측정 및 조사되었다.

3. 열적으로 기인된 오차 시험 결과의 평가

구조의  렬변형과  구동장치의  열적  변형이,  컨투어  운동의  중심점의  변화(원  중심의  편심도)와, 컨투
어링  반경의  변화(최소  자승원반경)에  의해  '베이식  프로파일  테스트'작도  결과상에  각각 표시되었
다.  시간에  대한  오차  변화의  작도를  위하여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컨투어링  도중의 상이
한 근원으로부터 열적으로 발생된 변형오차가 제27도 내지 제32도에 도시되어 있다.

[구조의 열변형]

전체  시험기간에  걸쳐서  편심도값의  변화가  JP시험에  의해  측정되었으며,  x,  y방향으로의  변형값 변
화,  δx  및  δy이  시험시간에  대하여  작도되었다.  제27도는  Takisawa  머시닝  센터의  구조의  열변형 
시험  결과를  도시하고  있다.  제27도는,  δx는  무시할  수  있으나  δy는  시험  시간에  걸쳐서 증가되었
으며 최대값인 15.6μm가 108분의 연속 스핀들 회전후에 얻어졌다는 사실을 도시하고 있다.

[축 구동장치의 열변형]

축  구동장치의  열  이동율은  x축에서의  급속이동운동(6000mm/m)에  의해  1시간  이상동안  검사되었다. 
급속이송운동시험중에,  x  및  y축  방향에  있어서의  직경변화와  초기설치위치에  대비한  측정  중심의 
편차가  JP  시험에  의해  얻어졌다.  x,  y방향에  있어서의  열변형  δx  및  δy가  시간에  대하여 작도되
었다.

제28a  및  b도는 Takisawa머시닝 센터의 x  및  y구동 장치의 열변형을 도시한다.  제28a  및  b에  도시된 
바와  같이,  x축의  열변형은  중요하며  y축  열변형율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컨투어링 중심위치변환값
이 x축의 경우 18μm의 최대 변형 오차값의 대략 절반으로 검출되었다.

[열적으로 기인된 컨투어링 오차]

최소자승  데이터와  각각의  컨투어  시험으로부터  얻어진  원의  편심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NC컨투어링 
도중에  열적으로  발생된  공작기계  오차가  측정되었으며,  그  결과는  제29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나타
내어졌다.

제29도는  시험시간도중의  편심도  값의  변화를  도시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컨투어링  조작도중의 
구조의  열변형의  반복가능성을  나타낸다.  시험결과는,  시험의  반복가능성이  미크론이내의 것이며또
한 δx, δy의 변화가 환경온도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타냈다.

제30도는  시험시간도중의  최소자승반경의  변화를  도시하고  있다.  이  결과는,  축의  열  이동율이 연속
적인  컨투어링  조작  뿐만  아니라  주위온도의  영향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환경온도효과로부
터의  열적오차는  대략  1.6μm/deg.이었으며  연속적인  컨투어링  운동에  의한  축  구동장치의 드리프트
값은 대략 2.3μm(5.1μm-1.6×(23.2-21.5))이었다.

제31도는  구조의  열변형에  대한  두  개의  상이위치(높이)에  있어서의  결과를  도시하고  있다.  이러한 
시험결과를  사용하여,  주스핀들의  열변형  기울기는  제32도에  작도되어  있다.  이  도면으로부터, 16.7
μm/m의 최대 각 오차가 검출되었다.

32-15

91-005508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유사  운동학적  방식으로  두  개의  보올사이에  위치하며,  그  일직선  정렬은  가공편  위치에서의 보올과
는  세점  접촉과  스프링  부하에  의하여  고정되며,  공구위치에서의  구와는  분기된  네  개의  선형  안내 
작용에  의해  용이하게  지지되는  카이니매틱  링크;  요구되는  설치  길이의  용이한  사전  설치를  위한 
카이니매틱  트랜듀서  링크  설치  고정구;  절삭  공구  위치의  끝에서  스핀들상에  장착되며  보올  유지 
지지체로  지지되는  제1보올;  작업대위의  자석  베이스상에  장착되며  보올  유지  지지체로  지지되는 제
2보올;  상기 제1  및  제2보올 옆에,  그리고 상기 카이니매틱 링크 내부에 장착되며,  이에 따라, NC공
작기계의  기하학적  오차,  NC  및  구동장치  시스템  오차를  측정하는  두  개의  전차  프로우브;  및 상기
의  전자  프로우브에  의한  측정  결과를  자동  작도  및  해석하기  위한  컴퓨터와의  인터페이스  및  운동 
소프트웨어 수단;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원용 카이니매틱 트랜듀서 링크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이  시스템과  인터페이스되는  마이크로  컴퓨터;  상기  트랜듀서로부터의  아날로그 출
력신호를  받으며,  이에  따라  전달된  데이터를  공칭원으로부터의  편차로  환산하여  분석하는  A/D 컨버
어터;  및  프로그램된  프로파일로부터의  편차를  검토하고,  오차의  근원을  분석하여  컴퓨터 모니터상
에  디스플레이하는  소프트웨어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원용  카이니매틱 시
스템.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카이니매틱  트랜듀서  링크는  탄소계  복합  재료로  제조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컴퓨터 원용 카이니매틱 트랜듀서 링크 시스템.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제1보올  및  제2보올은  접착제에  의해  보올  유지체상에  장착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컴퓨터 원용 카이니매틱 트랜듀서 링크 시스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보올  및  제2보올은  접착제에  의해  보올  유지체상에  장착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컴퓨터 원용 카이니매틱 트랜듀서 링크 시스템.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제1보올과  상기  제2보올  사이의  거리  즉,  컨투어링  반경  레이저  간섭계 시스
템에 대하여 조정되는 셋팅공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7 

공작기계를  기계  스핀들내의  보올에  대하여  원  또는  부분  원호  둘레에서  이동시키는  단계;  원운동 
도중에  전자  프로우브로부터의  상대운동을  검출하는  단계;  아날로그  출력  신호를  트랜듀서로부터 마
이크로  컴퓨터내의  A/D컨버어터로  공급하는  단계;  이  상대운동을  공칭원형  경로로부터의  편차로서 
해석하는  단계,  프로그램내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편차로부터의  오차의  근원을  프로그램된 프로
파일로부터  분석하는  단계;  오차의  근원을  컴퓨터  모니터상에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및  결과의 하드
카피를  x-y  플로터상에서  얻는  단계;  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원용  카이니매틱  링크 
시스템의 사용에 의한 NC 공작기계의 컨투어링 정밀도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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