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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위치제어장치와 그 방법, 수치제어 프로그램 작성장치와그 방법 및, 수치제어 공작기계의 제어방법

(57) 요약

2차원적 또는 3차원적으로 제어대상을 정확히 위치시키기 위해 제어대상의 하나의 제어축 방향에 공작기계의 제어대상을

위치시키기 위한 위치제어장치는 이동수단에 의해 복수의 제어축 방향으로 이동될 수 있는 제어대상의 제어축 방향의 목

표위치를 설정하기 위한 목표위치설정수단과, 이목표위치설정수단에 의해 설정되는 제어축 방향의 목표위치에 제어대상

을 각각 위치시키기 위한 위치제어수단 및, 복수의 제어축중 하나의 제어축 방향의 제1목표위치에 제어대상을 위치시킨

후 제1목표위치로부터의 전송방향을 역전시켜 제2목표위치에 위치시킬 경우 발생하는 또 다른 제어축 방향의 위치오차를

보정하는 보정량에 의해 또 다른 제어축 방향의 목표위치를 보정하기 위한 위치보정수단을 갖춘다.

대표도

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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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이동수단에 의해 복수의 제어축 방향으로 이동될 수 있는 제어대상의 제어축 방향의 목표위치를 설정하기 위한 목표위치

설정수단과,

상기 목표위치설정수단에 의해 설정되는 제어축 방향의 목표위치에 상기 제어대상을 각각 위치시키기 위한 위치제어수단

및,

상기 복수의 제어축 중 하나의 제어축 방향의 제1목표위치에 제어대상을 위치시키고, 상기 제1목표위치로부터 전송방향

의 역전을 검출해서 제2목표위치에 위치시킬 경우 발생하는 하나의 제어축과 다른 제어축 방향의 위치오차를 보정하는 보

정량에 의해 하나의 제어축과 다른 제어축 방향의 목표위치를 보정하기 위한 제1위치보정수단을 구비하여 구성된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위치제어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수단은 제어대상으로서 제공되는 가동부재에 구동력을 공급하기 위한 복수의 구동수단과,

상기 가동부재와 구동수단을 결합시켜 구동력을 상기 구동수단으로부터 상기 가동부재로 전달하기 위한 전송기구 및,

상기 가동부재 또는 구동수단의 위치를 검출하기 위한 위치검출수단을 갖춘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제어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대상의 하나의 제어축 전송방향을 역전한 경우에 상기 위치제어수단에 제어대상의 하나의 제어

축 방향의 목표위치의 보정을 위한 보정명령을 출력시키기 위한 제2위치보정수단을 더 구비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위치제어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위치보정수단은 또 다른 제어축 방향의 목표위치를 보정하기 위한 보정량을 미리 유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제어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축 방향의 위치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정보로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해석처리하기 위한 프로그

램 해석처리부와,

상기 위치제어수단에 소정 시간당 이동량으로서 상기 프로그램 해석처리부에서 얻어진 각 제어축을 위한 위치명령을 분배

하기 위한 위치명령분배부를 더 구비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제어장치.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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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대상은 목표위치에 피가공물 및 공구를 위치시킬 수 있는 복수의 제어축을 갖춘 수치제어 공작

기계이고,

상기 제1위치보정수단은 공구에 인가된 컷팅력에 따라 또 다른 제어축 방향의 목표위치를 보정하는 보정량을 산출하기 위

한 수단을 갖춘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제어장치.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위치보정수단은 하나의 제어축 방향의 위치함수로서 또 다른 제어축의 목표위치를 보정하기 위

한 보정량을 유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제어장치.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위치보정수단은 하나의 제어축 방향의 복수의 위치에 대해 또 다른 제어축의 목표위치를 각각

보정하기 위한 보정량을 이산적으로 유지하고, 하나의 제어축 방향의 위치에 따른 보정량을 산출하기 위해 보정량을 보간

(interpolates)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제어장치.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위치보정수단은 출력보정량의 누적값을 유지하고 소정 처리가 완료된 후 대응하는 제어축에 제

어명령으로서 그 누적값을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제어장치.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대상은 피가공물 및 공구를 임의의 위치에 제어대상으로서 이동시킬 수 있는 복수의 제어축을

갖춘 수치제어 공작기계이고,

상기 제1위치보정수단은 상기 수치제어 공작기계에 의해 피가공물을 가공하는 시간과 가공하지 않는 시간간 또 다른 제어

축의 목표위치를 보정하는 보정량을 변경하기 위한 수단을 갖춘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제어장치.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대상은 Z축 방향에 설치된 회전공구를 구동시키기 위한 주축과, 이 주축에 설치되어 Z축 방향과

Y축 방향으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안내된 제1가동부재, 상기 Z축 방향과 Y축 방향을 따라 설치되고 상기 제1가동부재에

형성된 나사부에 스크류된 Z축 및 Y축 리드 스크류(lead screws), 상기 리드 스크류를 구동시키기 위한 Z축 및 Y축 서보

모터, X축 방향으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안내된 피가공물을 고정시키기 위한 제2가동부재, X축 방향을 따라 설치되고 상

기 제2가동부재에 형성된 나사부에 스크류된 X축 리드 스크류, 상기 X축 리드 스크류를 구동시키기 위한 X축 서보모터

및, 상기 X, Y, Z축 서보모터의 회전량을 검출하기 위한 제1, 제2 및 제3회전위치검출기를 갖추고,

상기 위치제어수단은 제1목표위치에 X축의 정방향으로 제2가동부재에 설치된 피가공물을 보내고, 전송방향을 역전시켜

상기 제2목표위치에 피가공물을 위치시키며,

상기 제1위치보정수단은 상기 제1목표위치로부터 상기 제2목표위치로 이동할 경우 상기 회전공구 선단부의 Z축 방향 및

Y축 방향중 하나의 목표위치를 보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제어장치.

청구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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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제어축 중 하나의 제어축 방향의 제1목표위치에, 복수의 제어축 방향으로 이동될 수 있는, 제어대상을 위치시킨

후, 제1목표위치로부터 전송방향을 역전시켜 제2목표위치에 위치시키는 단계와,

하나의 제어축 전송방향의 역전을 검출하는 단계 및,

상기 하나의 제어축 전송방향을 역전시킨 경우 발생하는 다른 제어축 방향의 위치오차를 보정하기 위한 보정량에 의해 다

른 제어축 위치의 목표위치를 보정하는 단계를 갖추어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제어방법.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공작기계의 특성에 기초하여 보정량을 측정하는 단계를 더 구비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제어방법.

청구항 14.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대상의 하나의 제어축 전송방향의 역전의 검출에 따라 하나의 제어축 방향의 목표위치를 보정

하는 단계를 더 구비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제어방법.

청구항 15.

이동수단에 의해 복수의 제어축 방향으로 이동될 수 있는 제어대상을 갖춘 수치제어 공작기계를 제어하기 위한 수치제어

프로그램의 작성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어대상의 구동을 제어하기 위한 메인 수치제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단계와,

상기 메인 수치제어 프로그램을 보정하도록 상기 제어대상의 또 다른 제어축 방향의 목표위치를 보정하는 보정 프로그램

을 상기 메인 수치제어 프로그램에 포함되고, 제1목표위치에 상기 제어대상을 위치시키고 전송방향을 역전시켜 제2목표

위치를 위치시키기 위해 하나의 제어축을 구동하기 위한 명령 프로그램 내에 삽입하는 단계를 구비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수치제어 프로그램 작성방법.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수치제어 공작기계의 기계적인 특성에 기초한 상기 보정 프로그램으로 설정되는 보정량을 미리 측

정하는 단계를 더 구비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치제어 프로그램의 작성방법.

청구항 17.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을 보정하는 단계는 하나의 제어축 전송방향의 목표위치를 보정하기 위한 보정

프로그램을 삽입하는 단계를 더 구비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치제어 프로그램의 작성방법.

청구항 18.

이동수단에 의해 복수의 제어축 방향으로 이동될 수 있고, 제어대상을 갖춘 수치제어 공작기계의 제어대상의 위치를 제어

하는 수치제어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한 수치제어 프로그램 작성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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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제어축 방향의 제1목표위치에 상기 제어대상을 위치시킨 후 전송방향을 역전시켜 제2목표위치에 위치시키기 위한

수치제어 프로그램에 포함된 명령 프로그램을 검출하기 위한 검출수단 및,

상기 하나의 제어축 전송방향을 역전하는 경우 제어대상의 또 다른 제어축 방향의 목표위치를 보정하는 보정 프로그램을

검출명령 프로그램에 삽입하기 위한 수치제어 프로그램 보정수단을 구비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치제어 프로그

램 작성장치.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수치제어 프로그램 보정수단은 보정량을 상기 수치제어 공작기계의 기계적인 특성에 기초하여 미

리 측정된 값으로서 유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치제어 프로그램 작성장치.

청구항 20.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수치제어 프로그램 보정수단은 상기 보정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보정량을 상기 하나의 제어축 전송

방향의 위치함수로서 유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치제어 프로그램 작성장치.

청구항 21.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수치제어 프로그램 보정수단은 상기 보정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보정량을 상기 하나의 제어축 방향

의 복수위치에 대해 이산적으로 유지하고, 상기 이산적으로 유지된 보정량을 보간하여 상기 하나의 제어축 방향의 위치에

따른 보정량을 산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치제어 프로그램 작성장치.

청구항 22.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수치제어 프로그램 보정수단은 상기 수치제어 공작기계에 의해 피가공물을 가공하는 경우와 가공

하지 않는 경우에 또 다른 제어축의 제어명령을 보정하는 보정량을 변경하기 위한 수단을 갖춘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치제

어 프로그램 작성장치.

청구항 23.

이동수단에 의해 복수의 제어축 방향으로 이동될 수 있고, 상기 제어대상을 갖춘 수치제어 공작기계의 제어대상의 위치를

제어하는 수치제어장치를 가동하기 위한 수치제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단계와,

상기 제어대상의 또 다른 제어축 방향의 목표위치를 보정하는 보정 프로그램을 상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에 포함되고, 복수

의 제어축중 하나의 제어축 방향의 제1목표위치에 상기 제어대상을 위치시킨 후 전송방향을 역전시켜 제2목표위치에 위

치시키 위한 명령 프로그램 내에 삽입함으로써 상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을 보정하는 단계,

상기 수치제어장치에 보정된 수치제어 프로그램을 다운로딩(downloading) 하는 단계 및,

상기 수치제어장치에 다운로드된 수치제어 프로그램에 따라 상기 수치제어 공작기계의 구동을 제어하는 단계를 구비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치제어 공작기계의 제어방법.

청구항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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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수치제어 공작기계의 구동을 제어하는 단계는 상기 하나의 제어축 전송방향을 역전할 경우 발생하

는 제어축 방향의 위치오차를 보정하는 단계를 갖추고,

상기 하나의 제어축 방향과 또 다른 제어축 방향의 목표위치 모두가 보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치제어 공작기계의 제

어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머쉬닝 센터(machining center) 또는 또 다른 수치제어 공작기계의 위치제어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

히 동일한 위치에 정확히 위치시키기 위해 제어대상의 느슨함과 또 다른 기계적인 에러에 의한 위치방향 이외의 위치에 발

생하는 위치오차를 보정하기 위한 위치제어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예컨대 머쉬닝 센터 또는 또 다른 수치제어 공자기계의 구동을 제어하기 위한 수치제어장치를 가동시키는

수치제어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한 수치제어 프로그램 작성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더욱이, 본 발명은 수치제어 공작기계의 구동을 제어하기 위한 수치제어 공작기계의 제어방법에 관한 것이다.

머쉬닝 센터, 선반(lathe), 또는 또 다른 수치제어 공작기계에서는 서보모터 또는 또 다른 회전구동원으로부터의 회전력을

랙(rack)과 피니언(pinion), 그라운드 볼-너트 리드 스크류(ground ball-nut lead screw) 등으로 이루어진 전송기구에 의

해 직선운동으로 변환하고, 피피가공물을 고정하는작업 테이블이나 피피가공물을 컷팅하는 공구 등을 소정위치로 이동시

키고 있다.

최근, 피가공물의 3차원 자유면(free-formed surfaces)을 가공하기 위해 5축 등의 복수의 제어축을 갖춘 수치제어 공작

기계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수치제어 공작기계와 같은 제어축의 제어를 위한 시스템으로서, 소위 풀-클로즈드 피드백 시스템(full-closed feedback

system)과 세미(semi)-클로즈드 피드백 시스템이 알려져 있다. 풀-클로즈드 피드백 시스템은 작업 테이블이나 또 다른

제어대상에 리니어 스케일(linear scale)이나 또 다른 위치검출장치를 직접 설치하고 위치검출장치로부터의 위치신호를

서보모터로 피드백함으로써 위치를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의 경우, 제어대상의 위치를 직접 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제어대상의 위치결정 정밀도가 높다. 그러나, 상기 시스템에 있어서, 비교적 기계적 강성이 낮은 랙과 피니언, 그

라운드 볼-너트 리드 스크류 등으로 이루어진 전송기구가 위치검출기와 서보모터 사이에 개재(interpose)되기 때문에, 서

보계의 주파수가 저하하고, 위치루프 이득을 높이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서보계의 추종성(tracking ability)을 높이는 것

이 곤란하다.

한편, 세미-클로즈드 피드백 시스템은 작업 테이블이나 또 다른 제어대상을 구동하는 서보모터에 리소버(resolver)나 광

학식의 로터리 엔코더(rotary encoder) 등의 회전위치검출기를 취부하고 회전위치검출기로부터 검출된 회전량을 서보모

터로 피드백함으로써 서보모터의 회전량을 제어하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작업 테이블이나 또 다른 제어대상의 위치를 제어

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에 있어서는 비교적 기계적 강성이 낮은 랙과 피니언, 그라운드 볼-너트 리드 스크류 등

으로 이루어진 전송기구가 서보루프중에 개재되지 않기 때문에, 서보계의 높은 고유주파수가 얻어지고 서보모터의 추종성

이 증가된다. 그러나, 세미-클로즈드 피드백 시스템은 작업 테이블이나 또 다른 제어대상의 위치를 직접적으로 제어하기

위하여 서보모터의 구동을 제어한다. 제어축의 전송방향을 역전할 경우, 그라운드 볼-너트 리드 스크류와 또 다른 전송기

구에 존재하는 소위 백래시(backlash), 탄성변형 등에 의한 기계적인 위치오차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작업 테이블이나

또 다른 제어대상의 제어축의 방향에 위치오차가 발생한다. 제어대상의 제어축 방향에 그와 같은 위치오차가 존재하면, 피

가공물을 정밀하게 가공하는 것이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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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종래 수치제어 공작기계의 구동을 제어하기 위한 수치제어장치는 각 축에 "백래시 보정기능"이라 불리는 위치오차

를 보정하는 기능을 갖는다. 이 "백래시 보정기능"은 위치명령(목표위치)과 실제 제어대상의 위치간 차를 미리 레이저 측

정장치나 또 다른 검출수단에 의해 측정하고 제어축의 전송방향의 역전시에 상기 위치오차를 제거하는 소정의 보정량을

위치명령에 추가한다. 상기 백래시 보정기능을 사용함으로써, 백래시나 또 다른 기계적 에러가 발생할 때 조차 제어축 방

향의 위치를 정확히 제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머쉬닝 센터 등의 복수의 제어축을 갖는 수치제어 공작기계에서는 복수의 제어축간에 작용하는 힘이 존재하기 때

문에, 각 축을 상기 백래시 보정기능에 의해 보정해도 공구나 작업 테이블 등의 소정 제어점에는 또 다른 방향의 위치오차

가 발생한다.

예컨대, 서로 수직인 X, Y, 및 Z축 방향에 전송기구를 갖춘 머쉬닝 센터에 있어서, 테이블에 고정된 피가공물은 주축

(spindle)에 부착된 회전공구에 의해 가공된다.

소정 축 방향, 예컨대 X축 방향으로 전송을 제어하면서 회전공구에 의해 피가공물을 컷팅(cutting)할 경우, X축 방향 전송

기구는 X축 방향의 전송에 의한 힘이나 컷팅력에 의해 발생하는 반발력(reaction force)이나 모멘트(moment) 등이 작용

한다. 즉, X축 방향 전송기구의 안내면(guide part)에는 X축 방향의 힘 이외에 Y축 및 Z축 방향에 작용하는 힘이 생긴다.

통상, 전송기구의 안내면에는 미소한 틈(clearances)이 존재하고 전송기구의 이동면과 전송기구의 안내면 사이에 또 다른

기계적 에러가 존재한다. 또한, 탄성변형이 전송기구의 안내면에 수치제어 공작기계의 무게에 의해 발생한다. 따라서, X축

방향 전송기구의 안내면에 Y축 및 Z축 방향에 힘이 작용하면, X축 방향 뿐만 아니라 Y축 및 Z축 방향에 위치변위가 생긴

다.

X축 방향 전송기구의 전송에 야기된 Y축 및 Z축에 위치변위는 X축 전송방향이 역전하면, X축 방향 전송기구의 안내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 역전하기 때문에, Y, Z축 방향의 위치오차로 되어 현저히 나타난다.

이러한 위치오차는 Y 및 Z축 방향 전송기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하고 X, Y, Z축 방향 전송기구에 서로 작용하는

힘에 의해 야기된다.

이러한 종래 방식은 각 제어축 전송기구에 발생하는 백래시와 또 다른 기계적인 에러를 X, Y, Z축 방향 백래시 보정기능에

의해 보정해도 상술한 위치오차는 여전히 존재했다. 이러한 위치오차의 존재는 피가공물의 가공면에 형상 에러를 야기하

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위치 에러는 상기 세미-클로즈드 피드백 시스템이나 풀-클로즈드 피드백 시스템을 사용하는 제어 시스템의 경우

에 발생한다.

예컨대, X축 방향에 전송을 제어하면서 Z축 방향을 따라 설치된 볼앤드밀 또는 또 다른 회전공구에 의해 컷팅을 행하는 경

우에, 피가공물 및 회전공구에 Z축 방향에 목표위치에 대해 위치오차가 발생하면, 볼앤드밀이나 또 다른 회전공구에 큰 컷

팅 부하가 작용하고, 볼앤드밀의 교환시기가 빨라지며, 가공작업이 자주 중단된다. 결과적으로, 가공시간이 길어진다.

한편, Z축 방향의 위치의 편차에 의해 야기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무리 동안 X축의 한쪽 방향으로 전송할 경우에만

컷팅을 행하면, X축의 양쪽방향으로 전송할 경우의 가공시간이 왕복 컷팅과 비교하여 약 2배로 되어 가공시간이 증가된

다.

더욱이, X축 전송방향에 있어서만 컷팅을 행하기 위한 수치제어 프로그램은 복잡해지고, 따라서 수치제어 프로그램의 작

성에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2차원적 또는 3차원적으로 제어대상을 정확히 위치시키기 위해 하나의 제어축 방향에 위치시킬 경우 제어대상

의 기계적인 에러에 의해 발생하는 제어대상의 또 다른 제어축의 방향에 수치제어 공작기계 등의 제어대상에 위치오차를

보정하기 위한 위치제어장치 및 그 방법을 제공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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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은 2차원적 또는 3차원적으로 제어대상을 정확히 위치시키기 위해 하나의 제어축 방향에 위치시킬 경우 제

어대상의 기계적인 에러에 의해 발생하는 제어대상의 또 다른 제어축의 방향에 수치제어 공작기계의 제어대상에 위치오차

를 보정하기 위한 수치제어 프로그램을 작성하기에 적합한 수치제어 프로그램 작성장치 및 그 방법을 제공하는 것에 그 목

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상기한 바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위치제어장치는, 제어축 방향의 목표위치에 이동수단에 의해 복수

의 제어축 방향으로 이동될 수 있고, 제어대상을 갖춘 공작기계의 제어대상을 위치시키기 위한 수단과 복수의 제어축중 하

나의 제어축 방향의 제1목표위치에 제어대상을 위치시킨 후 제1목표위치로부터 전송방향을 역전시켜 제2목표위치에 위

치시킬 경우 제어대상의 또 다른 제어축 방향의 목표위치를 보정하기 위한 제어명령을 위치제어수단으로 출력시키기 위한

제1위치보정수단을 갖춘다.

본 발명에 따른 위치제어장치에서는 하나의 제어축 제1목표위치에 위치시킨 후 전송방향을 역전시켜 제2목표위치에 위치

시킬 경우 발생하는 또 다른 제어축 방향의 위치오차를 보정하기 위한 제1위치보정수단을 이용할 수 있어 2차원적 및 3차

원적으로 제어대상을 정확히 위치시킬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수치제어 프로그램 작성장치는 이동수단에 의해 복수의 제어축 방향으로 이동될 수 있고, 제어대상을 갖춘

수치제어 공작기계의 제어대상의 위치를 제어하기 위한 수치제어장치용 수치제어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한 수치제어 프

로그램 작성수단과, 하나의 제어축 방향의 제1목표위치에 위치시킨 후 전송방향을 역전시켜 제2목표위치에 위치시키기

위해 수치제어 프로그램에 포함된 명령 프로그램을 검출하기 위한 수단 및, 하나의 제어축의 전송방향을 역전시킬 경우 제

어대상의 또 다른 제어축 방향의 목표위치를 보정하기 위한 보정 프로그램을 검출명령 프로그램 내에 삽입시키기 위한 수

치제어 프로그램 보정수단을 갖춘다.

본 발명에 따른 수치제어 프로그램 작성장치에 있어서, 수치제어 프로그램 보정수단에 의해 작성된 보정 프로그램을 실행

하는 수치제어장치를 제작함으로써, 수치제어장치가 또 다른 제어축 방향의 위치오차를 보정하기 위한 기능을 갖지 않더

라도 2차원적 및 3차원적으로 제어대상을 정확히 위치시킬 수 있다.

(실시예)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를 도면을 참조하면서 상세히 설명한다.

제1실시예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위치제어장치의 제1실시예의 구성도를 나타낸다.

도1에 도시된 위치제어장치(1)는 수치제어 프로그램 해석처리·위치명령분배부(3)와, X, Y, Z축 위치보정부(4,5,6), 가산

부(8,9,10), X, Y, Z축 서보제어부(12,13,14) 및 X, Y, Z축 서보 드라이버(15,16,17)를 갖춘다.

또한, X, Y, Z축 서보 드라이버(15,16,17)는 X, Y, Z축 서보 드라이버(15,16,17)와 접속된 X, Y, Z축 서보모터(18,19,20)

를 갖춘다. X, Y, Z축 서보모터(18,19,20)는 광학식의 로터리(rotary) 엔코더와 또 다른 회전위치검출기(18a, 19a, 20a)가

제공된다.

수치제어 프로그램 해석처리·위치명령분배부(3)는 피가공물 등을 가공하는 공구의 컷터(cutter) 위치 데이터를 소정 언어

로 프로그램하는 수치제어 프로그램을 해석(디코드) 및 처리하여 컷터 위치 데이터를 제어축의 이동해야할 위치명령으로

변환하고, 이들을 각 제어축으로 분배한다.

제어축에 대한 위치명령(rx, ry, rz)은 소정 시간당 이동량으로 순차 출력된다. 이들 이동량은, 예컨대 펄스량으로 주어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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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기능은, 일반적으로 위치제어장치로 사용된 수치제어장치에 제공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수치제어 프로그램은 CAD

시스템이나 자동 프로그래밍 시스템으로 작성되고 소정 기억매체 또는 통신수단에 의해 위치제어장치(1)에 다운로드 된

다.

X, Y, Z축 위치보정부(4,5,6)는 수치제어 프로그램 해석처리·위치명령분배부(3)로부터 수신된 위치명령(rx, ry, rz)에 기초

한 X, Y, Z축 전송방향의 역전을 검출한다.

전송방향의 역전은 순차 입력되는 위치명령(이동량)의 전회(前回)와 금회(今回)의 부호가 반전했는지의 여부를 판별함으

로써 검출된다.

X축 위치보정부(4)는, 입력위치명령(rx)의 역전을 검출하면 위치명령(rx, ry, rz)을 보정하기 위한 보정량(DXX,DXY,DXZ)을

X, Y, Z축 가산기(8,9,10)에 출력한다.

Y축 위치보정부(5)는, 입력위치명령(ry)의 역전을 검출하면 위치명령(rx, ry, rz)을 보정하기 위한 보정량(DYX,DYY,DYZ)을

X, Y, Z축 가산기(8,9,10)에 출력한다.

Z축 위치보정부(6)는, 입력위치명령(rZ)의 역전을 검출하면 위치명령(rx, ry, rz)을 보정하기 위한 보정량(DZX,DZY,DZZ)을

X, Y, Z축 가산기(8,9,10)에 출력한다.

X, Y, Z축 가산기(8,9,10)는 위치명령(rx, ry, rz)을 rx+DXX+DYX+DZX, ry+DYY+DXY+DZY 및 rz+DZZ+DYZ+DXZ로서 X,

Y, Z축 서보제어부(12,13,14)에 출력한다.

여기서, 상기의 보정량(DXX,DXY,DXZ,DYX,DYY,DYZ,DZX,DZY,DZZ)에 대해 설명한다.

X축 위치보정부(4)로부터 X축 가산기(8)로 출력되는 보정량(DXX)은 그라운드 볼-너트 리드 스크류 및 또 다른 X축 방향

전송기구에 존재하는 백래시나 탄성변형 등에 의한 기계적인 위치오차를 보정하기 위한 보정량이다.

마찬가지로, Y 및 Z축 위치보정부(5,6)로부터 Y 및 Z축 가산기(9,10)로 출력되는 보정량(DYY,DZZ)은 그라운드 볼-너트

리드 스크류 및 또 다른 X축 방향 전송기구에 존재하는 백래시, 탄성변형 등에 의한 기계적인 위치오차를 보정하기 위한

보정량이다. 이하, 이들 보정량(DXX,DYY,DZZ)을 "백래시 보정량"이라 부른다.

이들 백래시 보정량(DXX,DYY,DZZ)은 제어대상인, 즉 공작기계에 대해 제어축의 전송방향의 역전시에 발생하는 기계적인

에러를 공작기계의 조립 및 조정시에 미리 측정함으로써 결정된다.

한편, X축 위치보정부(4)로부터 X축 위치명령(rx)의 전송방향이 역전하는 경우에 Y 및 Z축 가산기(9,10)에 출력되는 보정

량(DXY,DXZ)은 X축 위치명령(rx)의 전송방향이 역전하는 경우에 Y 및 Z축 방향에 발생하는 위치오차를 보정하기 위한 보

정량이다.

즉, 예컨대 머쉬닝 센터 및 복수의 제어축을 갖춘 또 다른 수치제어 공작기계에 있어서, X축 방향으로 전송을 제어하면서

공구에 의해 피가공물을 컷팅하는 경우에 X축 방향 전송기구의 안내면에는 X축 방향의 전송에 의한 힘과 컷팅력에 의해

생기는 반발력이나 모멘트가 작용한다. 전송기구의 안내면의 Y축 및 Z축 방향에 힘이 작용하면, X축 방향 뿐만 아니라, Y

축 및 Z축 방향에 위치오차가 발생한다. 위치오차는 X축 전송방향이 역전될 경우에 Z축 방향에 현저하게 나타난다.

X축 방향의 위치오차는 상기 백래시 보정량(DXX)에 의해 위치명령(rx)을 보정함으로써 보통 보정되지만, Y 및 Z축 방향의

위치오차는 그대로 잔존한다.

등록특허 10-0573716

- 9 -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위치제어장치에 있어서, X축 전송방향을 역전하는 경우에 백래시 보정량(DXX)에 의해 위치명령

(rx)을 보정함과 동시에 Y, Z축 방향의 위치오차를 보정하기 위해 Y, Z축 위치명령(ry,rz)에 각각 보정량(DXY,DXZ)을 가산

하여 Y, Z축 위치명령(ry,rz)을 보정함으로써 Y, Z축 방향에 위치오차를 보정한다.

따라서, X축 전송방향을 역전할 경우에 발생하는 X축 방향의 백래시 및 또 다른 기계적인 에러와, Y 및 Z축 방향에 발생하

는 위치오차가 동시에 보정된다.

또한, Y축 위치보정부(5)로부터 Y축 위치명령(ry)의 전송방향이 역전될 경우 X, Z축 가산기(8,10)에 출력되는 보정량

(DYX,DYZ) 및 Z축 위치보정부(6)로부터 Z축 위치명령(rz)의 전송방향이 역전될 경우 X, Y축 가산기(8,9)에 출력되는 보정

량(DZX,DZY)에 대해서도 X축의 경우와 모두 동일하다.

이하, 상기 보정량(DXY,DXZ,DYZ,DZX,DZY)을 "또 다른 축 보정량"이라 부른다.

또 다른 축 보정량(DXY,DXZ,DYZ,DZX,DZY)의 결정방법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X, Y, Z축 서보제어부(12,13,14)는 위치루프, 속도루프 및 전류루프로 구성된다.

위치루프는, 예컨대 각 제어축의 위치명령(이동량)을 받아 이들 이동량과 각 서보모터(18,19,20)의 회전위치를 검출하는

회전위치검출기(18a,19a,20a)로부터의 위치 피드백신호와의 편차에 비례동작을 수행하고(위치루프 이득을 인가), 이를

속도루프에 속도명령으로 출력한다.

속도루프는, 예컨대 상기 속도명령과 회전위치검출기(18a,19a,20a)로부터의 위치 피드백신호의 샘플링 시간마다의 차분

값(속도 피드백신호)과의 편차에 비례동작 및 적분동작을 수행하여 토오크(torque) 명령으로 하고, 이를 전류루프에 출력

한다.

전류루프는, 예컨대 각 서보모터(18,19,20)의 구동전류로부터 변환된 각 서보모터(18,19,20)의 출력 토오크 신호와 상기

토오크 명령과의 편차에 비례동작을 수행하여 전류명령으로 하고, 이를 서보드라이버(15,16,17)에 소정의 전기신호로 변

환하여 출력한다.

X, Y, Z축 서보제어부(12,13,14)는 본 실시예에서는 소프트웨어에 의해 실현되지만, 하드웨어에 의해서도 실현가능하다.

X, Y, Z축 서보 드라이버(15,16,17)는 X, Y, Z축 서보제어부(12,13,14)로부터의 전류명령을 증폭함으로써 얻어진 구동전

류를 X, Y, Z축 서보모터(18,19,20)에 출력한다.

X, Y, Z축 서보모터(18,19,20)는 이들 구동전류에 따라 구동된다. X, Y, Z축 서보모터(18,19,20)에 제공된 회전위치검출

기(18a,19a,20a)는 X, Y, Z축 서보모터(18,19,20)의 회전량에 따른 검출펄스를 X, Y, Z축 서보제어부(12,13,14)에 대해

출력한다.

회전위치검출기(18a,19a,20a)로서는, 예컨대 증가형(incremental type) 로터리 엔코더 또는 절대형(absolute type) 로터

리 엔코더가 사용된다. 증가형 로터리 엔코더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 로터리 엔코더는 1회전마다 위치신호를 회전펄스신호

로서 출력하기 때문에, 회전펄스신호의 수를 X, Y, Z축 서보제어부(12,13,14)에 있어서 관리함으로써, X, Y, Z축 서보모터

(18,19,20)의 절대위치가 관리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구성에 의해, X, Y, Z축 서보모터(18,19,20)의 회전위치제어가 가능해진다.

또한, 위치제어장치(1)는 X, Y, Z축 서보모터(18,19,20)의 회전위치제어 뿐만 아니라, 속도제어 및 토오크 제어가 가능하

지만, 이들 동작에 대한 상세화는 생략한다.

또한, 위치제어장치(1)는 X, Y, Z축 서보모터(18,19,20)보다 많은 제어축을 제어할 수 있고, 예컨대 주축 모터 등의 회전속

도를 제어하는 기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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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에 나타낸 위치제어장치(1)는 , 예컨대 도 2에 도시된 구성의 하드웨어에 소정 소프트웨어를 추가함으로써 구성된다.

도 2에 나타낸 마이크로프로세서(21)는 ROM(Read Only Memory: 22), RAM(Random Access Memory: 23), 인터페이

스 회로(24), 그래픽 제어회로(25), 표시장치(26), 키보드(28), 소프트웨어 키(27) 등과 버스를 매개로 접속되어 있다.

마이크로프로세서(21)는 ROM(22)에 기억된 시스템 프로그램에 따라 위치제어장치(1) 전체를 제어한다.

ROM(22)에는 상기한 수치제어 프로그램 해석처리·위치명령분배부(3), X, Y, Z축 위치보정부(4,5,6), 가산기(8,9,10), X,

Y, Z축 서보제어부(12,13,14) 등을 실현하는 프로그램과, 위치제어장치(1) 전체를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 프로그램이 기억

되어 있다.

RAM(23)은 ROM(22)에 기억된 프로그램이 다운로드 되거나, 각종의 수치제어 프로그램, 데이터 등이 내장되고, 예컨대

후술하는 보정량 데이터 등이 기억된다.

그래픽 제어회로(25)는 디지털 신호를 표시용의 신호로 변환하여 표시장치(26)로 준다.

표시장치(26)에는, 예컨대 CRT표시장치나 액정표시장치가 사용된다. 표시장치(26)는 소프트웨어 키(27) 또는 키보드

(28)를 이용하여 조작자가 대화형식으로 가공 프로그램을 작성해 갈 경우에, 형상, 가공조건 및 생성된 가공 프로그램 등

을 표시한다.

조작자는 표시장치(26)에 표시되는 내용(대화형 데이터 입력화면)에 따라 데이터를 입력함으로써 가공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

표시장치(26)의 화면에는 그 화면에 수신된 작업 또는 데이터가 메뉴형식으로 표시된다. 메뉴중의 항목을 선택하는 것은

메뉴 아래의 소프트웨어 키(27)를 누름으로써 결정된다.

키보드(28)는 위치제어장치(1)에 필요한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해 사용된다.

인터페이스 회로(24)는 마이크로프로세서(21)로부터 출력된 위치명령이나 또 다른 명령을 소정의 신호로 변환하여 X, Y,

Z축 서보드라이버(15,16,17)에 출력한다.

또한, 인터페이스 회로(24)는 X, Y, Z축 서보모터(18,19,20)에 제공된 위치검출기(18a,19a,20a)로부터의, 예컨대 검출펄

스를 순차적으로 카운트하고, 소정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마이크로프로세서(21)로 출력한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위치제어장치가 적용되는 수치제어 공작기계로서 머쉬닝 센터 일예의 구성을 나타낸다.

도 3에 나타낸 머쉬닝 센터는 소위 더블 하우징 타입(double housing type) 머쉬닝 센터라 한다. 더블 하우징 타입(38)에

의해 양단부를 이동가능하게 지지된 크로스 레일(cross rail: 37)에, 크로스 레일(37) 위를 이동가능하게 지지된 가동부재

(44)를 매개로 주축(45)이 수직방향(Z축 방향)으로 이동가능하게 설치되어 있다.

가동부재(44)에는 수평방향으로 크로스 레일 (37) 내를 통해 도시하지 않은 암나사부가 형성된다. 이것에 리드(lead) 스크

류(41)가 스크류 되어 있다. 리드 스크류(41)의 단부에는 Y축 서보모터(19)가 제공된다. 리드 스크류(41)는 Y축 서보모터

(19)에 의해 회전구동된다.

리드 스크류(41)의 회전구동에 의해 가동부재(44)는 Y축 방향으로 이동가능하게 된다. 이에 의해, 주축(45)이 Y축으로 이

동된다.

가동부재(44)에는 수직방향으로 크로스 레일(37) 내를 통해 도시하지 않은 암나사부가 형성된다. 이것에 리드 스크류(42)

가 스크류 되어 있다. 리드 스크류(42)의 단부에는 Z축 서보모터(20)가 제공된다. 리드 스크류(42)는 Z축 서보모터(20)에

의해 회전구동된다. 이에 의해 가동부재(44)에 이동가능하게 제공된 주축(45)이 Z축 방향으로 이동된다.

주축(45) 내에는 주축 모터(31)가 내장된다. 주축 모터(31)는 주축(45)의 선단에 설치되는 앤드밀(end mill) 또는 또 다른

공구(T)를 회전구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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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축(45) 아래쪽에는 X축 테이블(35)이 X축 방향으로 이동가능하게 설치되어 있다. X축 테이블(35)에는 암나사부(도시하

지 않았음)가 형성되어 있고, 이것에 X축 방향을 따라 설치된 리드 스크류에 의해 구성되는 전송기구를 매개로 X축 서보모

터(18)가 접속되어 있다.

X축 테이블(35)은 X축 서보모터(18)의 회전구동에 의해 X축 방향으로 이동된다.

상기 X, Y, Z축 서보모터(18)는 위치제어장치(1)에 의해 제어된다.

더블 하우징 타입 컬럼(column: 38)에는 도시하지 않은 암나사부가 각각 형성된다. 이것에 스크류 되는 리드 스크류(32a)

를 크로스 레일 승강용 모터(32)에 의해 회전구동함으로써 크로스 레일(37)이 승강한다.

공구(T)는 자동 공구 교환장치(ATC: 39)에 의해 여러 가지의 공구로 교환될 수 있다. 각종 연결장치(attachments)도 자동

연결장치 교환기(AAC: 40)에 의해 교환될 수 있다.

다음에, 상술한 머쉬닝 센터에 의한 피가공물, 예컨대 금형의 컷팅의 일예에 대해 설명한다.

도 4는 볼앤드밀(T)에 의해 머쉬닝 센터의 X축 테이블(35) 상에 고정된 피가공물(W)을 가공하는 상태를 나타낸 사시도이

다.

피가공물(W)의 일면의 마무리 가공을 행하는 경우에, 도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볼앤드밀에 의한 컷트(cut)의 정도가 소정

양으로 되도록 Z축 방향의 위치결정을 행한다. 컷팅은 소정 전송속도로 X축 방향으로 X축 테이블(35: 피가공물(W))을 이

동시키면서 주축 모터(31)에 의해 소정 회전속도로 회전된 볼앤드밀(T)에 의해 수행된다.

X축 방향에 소정 위치에 볼앤드밀(T)을 피크(pick) 전송량(P)에 의해 Y축 방향으로 이동시킨다. 볼앤드밀(T)은 유사한 전

송속도로 X축의 반대방향으로 이동시킨다. 이 동작을 반복함으로써, 피가공물(W)의 일면이 마무리 된다.

도 5는 머쉬닝 센터에 의해 마무리된 가공면의 표면 거칠기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볼앤드밀(T)을 피크 전송량(P)에 의해 Y축 방향으로 이동시키면서 컷팅을 행하면, 도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상적으로

는 컷트 면은 파형상으로 형성된다.

이 경우, 컷트 면의 최고부와 최저부의 거리(h)를 표면 거칠기로 한다.

표면 거칠기(h)는 이상적으로는 다음 식(1)으로 나타낸다.

h≒P2/8R(P《 R) (1)

여기서, R은 볼앤드밀의 선단부의 곡률반경이다.

표면 거칠기(h)는 작을수록 가공면의 면 정밀도가 높다. 예컨대, 금형의 경우에는 표면 거칠기(h)가 상당히 작게되면, 후공

정에 있어서의 연마공정을 생략하거나 연마공정을 간략화 할 수 있다.

그러나, 종래의 머쉬닝 센터에 의한 마무리에 있어서는 표면 거칠기(h)를 작게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는, x축 테이블(35: 피가공물(W))을 X축 방향으로 소정의 전송속도로 왕복이동 시킬 때, +X축 방향으로부터 -X축 방향

으로 전송방향을 역전 또는 -X축 방향으로부터 -X축 방향으로 전송방향을 역전하는 경우에 볼앤드밀(T)과 피가공물(W)

의 사이에 Z축 방향의 위치오차, 즉 볼앤드밀(T)과 피가공물(W)의 사이에 목표상대위치로부터의 오차가 발생하는 것에

기인하고 있다.

볼앤드밀(T)과 피가공물(W) 사이의 Z축 방향의 위치오차(δZ)는 볼앤드밀(T)로부터 피가공물(W)이 받는 컷팅력이나 X축

테이블(35)의 이동의 경우에 작용하는 힘 등이 전송방향을 역전하는 경우에 변화하기 때문에, X축 테이블(35) 등의 전송

기구 등에 Z축 방향의 위치오차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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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볼앤드밀(T)과 피가공물(W) 사이의 Z축 방향의 위치오차(δZ)는 X축 테이블(35)을 +X축 방향으로부터 -X축 방향으

로 전송방향을 역전하는 경우와, -X축 방향으로부터 +X축 방향으로 전송방향을 역전하는 경우에 크기는 거의 동일하지

만 방향이 반대로 되어 발생한다.

따라서, X축 방향의 백래시 및 또 다른 기계적인 에러를 보정한 것으로도 표면 거칠기(h)를 작게할 수 없다.

더욱이, 상기와 같은 z축 방향의 위치오차(δZ)가 발생하면, 한쪽의 전송방향에 있어서는 볼앤드밀(T)에 큰 컷팅 부하가 작

용하고, 볼앤드밀의 교환주기가 빨라져 가공의 중단이 빈번해지기 때문에, 결과로서 가공시간이 장시간으로 된다는 불이

익도 존재한다.

도 6은 볼앤드밀에 의해 피가공물(W)을 컷팅하는 경우의 가공면의 상태를 나타낸다. 도면중 실선(L1)은 이상적인 상태의

경우를 나타내고, 도면중 점선(L2)은 볼앤드밀(T)과 피가공물(W)의 Z축 방향의 위치오차(δZ)가 정부(正負)의 방향에 발생

한 경우이다. 더욱이, Z축은 상대량을 나타내고 있다.

볼앤드밀(T)과 피가공물(W) 사이의 Z축 방향의 위치오차(δZ)가 정부의 방향에 발생하면, 점선(L2)에 나타낸 바와 같이 X

축 한쪽의 전송방향(도면중 (1)의 영역)에서는 Z축 방향의 컷팅량이 커지고, X축의 또 다른 전송방향(도면중 (2)의 영역)

에서는 Z축 방향의 컷팅량이 작아진다.

따라서, 볼앤드밀(T)과 피가공물(T) 사이의 Z축의 위치오차(δZ)가 정부의 방향에 발생하면, 이상적인 상태와 비교하여 표

면 거칠기(h)가 증대된다.

또한, 도 7a 및 7b는 피가공물의 가공면의 상태를 나타낸 도면으로, 도 7a는 이상적인 상태에 있어서의 가공면의 상태를

나타낸 평면도이고, 도 7b는 Z축 방향에 발생하는 위치오차의 경우에 있어서의 가공면의 상태를 나타낸 평면도이다.

도 7a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상적으로는 X축의 전송방향이 반대(역방향)의 컷트면(Sf,Sb)은 거의 등간격으로 형성된다.

한편, 도 7b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볼앤드밀(T)과 피가공물(W) 사이의 Z축 방향의 위치오차(δZ)가 정부의 방향에 발생하면,

한쪽의 컷트면(Sf)의 Y축 방향의 폭이 넓어지고, 또 다른쪽 컷트면(Sb)의 폭이 가늘어진다.

따라서, 이상적인 상태의 경우와, 볼앤드밀(T)과 피가공물(W) 사이의 Z축 방향의 위치오차(δZ)가 정부의 방향에 발생하는

경우에서는 컷트면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시각적으로도 가공면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문제는 상기한 구성의 머쉬닝 센터를 본 발명에 따른 위치제어장치(1)에 의해 구동제어함으로써 해결된다.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수치제어장치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순서도이다. 이하, 도 8에 나타낸 순서도에 기초하여 설명한

다.

예컨대, 기록 테이프, 플로피디스크, 또는 또 다른 기억매체로부터 수치제어 프로그램이 위치제어장치로 읽혀져 RAM에

기억된다.

수치제어 프로그램 해석처리·명령분배부(3)에서는 상기의 수치제어 프로그램을 해석처리하여 각 제어축에 위치명령

(rx,ry,rz)을 분배한다.

제어축에 분배된 위치명령(rx,ry,rz)은 소정 시간당 이동량으로서 각각 X, Y, Z축 위치명령 보정부(4,5,6)에 순차 입력된다

(단계 S1).

다음에, 각 축 위치명령 보정부(4,5,6)에서는 입력된 이동량에 기초하여 각 축의 전송방향이 역전했는지의 여부를 검출한

다(단계 S2).

역전했는지의 여부는 위치명령펄스의 부호가 역전했는지를 검출함으로써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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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전회 입력된 이동량과 금회 입력된 이동량의 부호가 다른 경우에는 전송방향이 역전하는 명령인 것으로 판단된다.

역전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위치명령을 취득한다(단계 S3).

위치명령(rx,ry,rz)의 전송방향이 역전된 경우에는, 예컨대 X축의 경우에는 +X축 방향에서 -X축 방향으로 전송방향의 역

전을, -X축 방향에서 +X축 방향으로 전송방향의 역전을 판단한다(단계 S4).

여기서, 각 서보모터(18,19,20)의 회전방향이 정방향에서 부방향 또는 부방향에서 정방향인가를 판단한다.

이 판단은, 위치명령(rx,ry,rz)이 부호 붙여지는 펄스량(소정 시간당 이동펄스)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 부호의 반전순서

로부터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회전방향이 정방향에서 부방향으로 역전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응하는 백래시 보정량(DXX,DYY,DZZ) 및 또 다른 축 보정량

(DXY,DXZ,DYX,DYZ,DZX,DZY)을 취득한다(단계 S5). 부방향으로부터 정방향으로 역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대응하는

백래시 보정량(DXX,DYY,DZZ) 및 또 다른 축 보정량(DXY,DXZ,DYX,DYZ,DZX,DZY)을 취득한다(단계 S6).

통상, 백래시 보정량(DXX,DYY,DZZ)은 정방향과 부방향간 크기는 동일하지만 부호는 역전의 양을 사용한다.

다음에, 대응하는 가산기(8,9,10)에 출력하여 각 위치명령(rx,ry,rz)에 가산한다(단계 S7).

여기서, 또 다른 축 보정량(DXY,DXZ,DYX,DYZ,DZX,DZY)의 결정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예컨대, 상술한 볼앤드밀(T)에 의한 마무리와 같이, 볼앤드밀(T)과 피가공물(W) 사이의 Z축 방향의 위치오차(δZ)가 크기

는 거의 동일하고 정부의 방향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치오차(δZ)를 측정하여 이를 제거하는 다른 축 보정량(DXZ)을

위치제어장치(1)에 기억시킨다.

상술한 단계(S5, S6)에 있어서 역전하는 방향에 따라 또 다른 축 보정량(DXZ)에 부호를 붙이고, 그 결과를 가산기(10)에

출력한다.

또 다른 축 보정량(DXY,DXZ,DYX,DYZ,DZX,DZY)은 실제로 가공을 행할 경우의 위치오차량으로부터 결정될 수 있다. 또는,

레이저 간섭장치 또는 또 다른 위치검출수단을 이용하여 소정의 축을 전송제어시켜 또 다른 축의 위치오차를 검출해도 된

다.

기계의 구조에 의해서는, 예컨대 정방향으로부터 부방향으로의 전송방향 역전의 경우와 부방향으로부터 정방향으로의 전

송방향 역전의 경우간 또 다른 축의 위치오차량은 다르다. 상술한 바와 같은 동일한 크기의 또 다른 축 보정량에서는 보정

량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예컨대, 중력의 영향 등에 따라 역전하는 방향에 의해 위치오차량이 다른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역전의 방향에 따른 또 다른 축 보정량 값이 위치제어장치(1) 내에 유지한다.

또한, 구동되는 제어축의 전송방향의 역전시에 또 다른 제어축 방향에 발생하는 위치오차는 구동되는 제어축의 위치에 따

라 변화할 수 있다.

예컨대, 또 다른 축 보정량(DXZ)이 X축 방향의 위치함수, 즉 도 9에 나타낸 바와 같이, 예컨대 X축 방향의 위치에 따라 직

선적으로 변화하는 경우에는 위치제어장치(1)에 있어서 다음 식(2)에 의해 또 다른 축 보정량(DXZ)이 계산된다.

DXZ(x) = -K·x+DXZ0 (2)

또한, 예컨대 X축 방향의 복수위치에 있어서 Z축 방향의 위치오차량이 다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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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도 10에 나타낸 바와 같이, X축 방향의 복수위치에 따라 또 다른 축 보정량(DXZ)을 테이블로서 유지한다.

또한, 복수점간에 있어서의 또 다른 축 보정량(DXZ)은 직선보간에 의해 산출될 수 있다.

또한, 예컨대 수치제어 공작기계에 걸리는 컷팅력의 크기에 따라 구동되는 제어축 이외의 또 다른 제어축 방향의 위치오차

량이 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예컨대 도 1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컷팅력의 크기에 따라 또 다른 축 보정량을 직선적으로 변화시킨다. 또

는, 컷팅력의 크기에 따라 또 다른 축 보정량을 단계적으로 변화시킨다.

컷팅력의 크기는, 예컨대 공구를 구동하는 주축 모터의 구동전류를 검출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 검출된다.

또한, 컷팅력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 즉 가공이 수행되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는 컷팅력이 작용하지 않는 만큼 또 다른 제어

축 방향의 위치오차량도 작아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도 11에 나타낸 또 다른 축 보정량(DXZ0)을 또 다른 축 보정량으로 하면 된다.

대응하는 가산기(8,9,10)에 백래시 보정량 및 또 다른 축 보정량을 출력한 후, 해당 보정량을 과거의 백래시 보정량 및 또

다른 축 보정량(DXY,DXZ,DYX,DYZ,DZX,DZY)에 대해 각각 누적한다.

백래시 보정량 및 또 다른 축 보정량에 의한 각 축 서보모터(18,19,20)의 절대위치의 오차를 방지하기 위해 각 보정량의 누

적치가 관리된다. 이것은 소정의 공정이 종료한 후, 각 축 서보모터(18,19.20)의 절대위치를 보정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에, 그것은 연속하는 가공동작이 종료되면 위치명령으로부터 판단된다(단계 S9).

이 판단은 X, Y, Z축에 위치명령이 입력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정 가공공정 종료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어서, 상기한 누적치를 대응하는 제어축의 위치명령으로 출력한다(단계 S10).

이에 의해, 각 축 서보모터(18,19,20)의 절대위치의 오차를 방지할 수 있다.

도 12a 및 12b는 피가공물(W)로서 금형의 일면을 실제로 가공한 경우의 가공결과를 나타낸 설명도로, 도 12a는 본 발명에

따른 위치제어장치 사용의 경우를 나타내고, 도 12b는 종래의 경우를 나타낸다.

가공조건은 다음과 같다. 금형재료: FCD700(SG), 공구: 볼앤드밀(카바이드(carbide)), 공구지름: 16mm, 주축 회전속도:

4400rpm, X축 방향 전송속도: 3800mm/min, Y축 방향 피크 전송량 P: 0.7mm, Z축 방향 컷트량(깊이): 1mm이다.

또한, 도 12a에 있어서, Z축 위치명령(rz)은 또 다른 축 보정량(DXZ)을 가산함으로써 보정되고, 반면 또 다른 위치명령은

보정되지 않는다.

더욱이, 도 12b에 있어서, 또 다른 축 보정량에 의해 볼앤드밀(T)과 피가공물(W) 사이에 발생하는 Z축 방향의 위치오차

(δZ)는 ±9㎛이기 때문에, 또 다른 축 보정량(DXZ)의 크기를 9㎛로 하고 X축 전송방향의 역전방향에 따라 부호를 붙인다.

도 12b에 있어서, 또 다른 축 보정량에 의해 볼앤드밀(T)과 피가공물(W) 사이에 발생하는 Z축방향의 위치오차(δZ)의 양을

보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역(1)에 있어서는 Z축 방향에 컷트량이 크고, 영역(2)에 있어서는 컷트량이 작게되어 있어 표면

거칠기(h)가 나빠진다.

한편, 본 실시예에 따른 수치제어장치(1)에 의하면, 도 12a에 나타낸 바와 같이 표면 거칠기(h)가 현저히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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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본 실시예에 의하면, 각 제어축 방향의 전송방향의 역전시에 발생하는 해당 제어축 방향의 기계적인 에러를

보정하는 백래시 보정기능에 덧붙여 전송방향의 역전시에 해당 제어축 방향 이외의 방향에 발생하는 위치오차의 보정이

가능해지고, 수치제어 공작기계 등의 제어대상에 발생하는 2차원 또는 3차원의 위치오차를 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보정

할 수 있다.

이 결과, 예컨대 머쉬닝 센터에 있어서 볼앤드밀(T)에 의한 피가공물(w)의 일면을 마무리하는 경우에는 가공면의 표면 거

칠기를 향상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은 상술한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는다.

상술한 실시예에서는 제어시스템으로 세미-클로즈드 피드백 시스템을 이용한 경우의 제어대상에 대해 본 발명을 적용한

경우에 대해 설명했지만, 본 발명은 세미-클로즈드 피드백 시스템에 한정하지 않고, 풀-클로즈드 피드백 시스템을 이용한

제어대상에도 적용가능하다.

풀-클로즈드 피드백 시스템을 사용한 경우에, 구동되는 제어축 방향에는 백래시 또는 또 다른 기계적인 에러는 이론적으

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구동되는 제어축 이외의 제어축 방향에는 위치오차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제어대상의 경우에는 상술한 백래시 보정량에 의한 위치보정은 행하지 않고, 또 다른 축 보정량에 의한 위치보

정을 행하면 좋다.

더욱이, 상술의 실시예에서는 구동수단으로서 서보모터, 전송기구로서 리드 스크류 및 암나사를 사용한 경우에 대해 설명

했지만, 예컨대 전송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선형모터 등에 의해 직접 구동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본 발명은 적용가능하다.

또한, 상술한 실시예에서는 제어축이 3축의 경우에 대해 설명했지만, 본 발명은 다수의 제어축을 갖춘 제어대상에 대해서

도 동일하게 적용가능하다.

제2실시예

도 13은 본 발명에 따른 수치제어 프로그램 작성장치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본 실시예에 따른 수치제어 프로그램 작성장치는 파트(part) 프로그램 작성부(51)와, 수치제어 프로세서부(53), 포스트

(post) 프로세서부(55), 수치제어 프로그램 보정부(57) 및, 보정량 파일부(60)를 갖춘다.

더욱이, 상기 구성의 수치제어 프로그램 작성장치는, 예컨대 퍼스널컴퓨터, 워크스테이션, 또는 또 다른 컴퓨터 장치에 있

어 소프트웨어에 의해 실현된다.

파트 프로그램 작성부(51)에서는 피가공물을 가공하는 수치제어 공작기계의 공구의 이동을 지정하여 제품의 형태를 정의

하고 수치제어 공작기계를 가동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수치제어 프로세서부(53)는 상기 파트 프로그램을 읽고, 이 파트 프로그램에 기초하여 상기 공구의 이동궤적(Cutter

Location) 데이터(CL 데이터(54))를 작성한다.

포스트 프로세서부(55)는 CL 데이터(54)를 읽고, CL 데이터를 실제로 가공에 사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치제어 공작기계

의 사양에 있던 기호나 포맷으로 변환처리한다. 포스트 프로세서부(55)로부터 출력되는 데이터가 보정전의 수치제어 프로

그램이다.

이들 파트 프로그램 작성부(51), 수치제어 프로세서부(53) 및, 포스트 프로세서부(55)는 일반적인 CAD시스템이나 자동

프로그래밍 시스템에 제공된 기능이다.

수치제어 프로그램 보정부(57)는 포스트 프로세서부(55)로부터 출력되는 수치제어 프로그램을 보정한다.

보정 파일부(60)는 수치제어 프로그램 보정부(57)에서 행하는 처리를 위한 정보를 유지하고 있다.

등록특허 10-0573716

- 16 -



도 14는 수치제어 프로그램 보정부(57)의 구성을 나타낸 설명도이다.

수치제어 프로그램 보정부(57)는 전송방향 역전검출기(57a), 보정 프로그램 작성부(57b) 및 보정 프로그램 삽입부(57c)를

갖추고 있다.

전송방향 역전검출기(57a)는 포스트 프로세서부(55)로부터 출력된 수치제어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하나의 제어축의 전송

제어를 행해 하나의 제어축의 전송방향을 역전하는 명령 프로그램을 검출한다.

보정 프로그램 작성부(57b)는 전송방향 역전검출기(57a)에 있어서의 하나의 제어축의 역전의 검출에 따라 하나의 제어축

의 전송방향의 역전의 경우에, 목표위치에 대한 또 다른 제어축 방향의 위치오차를 보정하는 보정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보정 프로그램 작성부(57b)는 보정 파일부(60)에 유지된 정보에 기초하여 보정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보정 프로그램 삽입부(57c)는 보정 프로그램 작성부(57b)에서 작성된 보정 프로그램을 상기의 수치제어 프로그램에 포함

되는 하나의 제어축의 전송방향이 역전하는 명령 프로그램에 삽입된다.

도 15는 포스트 프로세서부로부터 출력된 수치제어 프로그램의 일예를 나타낸다.

도 15에 있어서, 프로그램 (1)~(5)의 G01은 직선 컷팅 전송을 명령하는 코드이다. G01은 현재의 위치를 하나 전의 위치로

부터의 거리로 나타내는 코드이고, F는 전송속도를 명령하는 코드이며, G00은 빠른 전송을 명령하는 코드이다.

더욱이, 좌표계는 X, Y, Z축의 직교좌표계에 의해 지정된다. X, Y, Z축의 교점을 좌표의 원점으로서 각 축의 정부의 방향이

결정된다.

예컨대, X축은 Z축에 직교하는 평면 내의 컷팅 공구의 운동방향이다. 컷팅 공구가 피가공물로부터 멀어져 가는 방향이 정

방향이다. Y축은 X, Z축에 직교하는 방향이다. Z축은 수치제어 공작기계의 주축의 방향이다. 피가공물로부터 멀어져 가는

방향은 정방향으로 간주된다.

프로그램(1)은 컷팅 공구를 피가공물에 대해 X축 방향으로 전송속도 300mm/min으로 이전의 위치로부터 거리 100mm 상

대 이동시킨다는 명령이다.

프로그램(2)는 +Y축 방향으로 0.5mm의 거리로 빠르게 전송하는 명령이다.

프로그램(3)은 컷팅 공구를 피가공물에 대해 -X축 방향으로 전송속도 300mm/min로 이전의 위치로부터 거리 100mm를

이동시키는 명령이다.

프로그램(4)은 컷팅 공구를 피가공물에 대해 +Y축 방향으로 0.5mm의 거리로 빠르게 전송하는 명령이다.

프로그램(5)은 컷팅 공구를 피가공물에 대해 -X축 방향으로 전송속도 300mm/min으로 이전의 위치로부터 거리 100mm

를 이동시킨다는 명령이다.

상기 수치제어 프로그램 보정부(57)의 처리순서의 일예를 도 16에 나타낸 순서도에 기초하여 다음에 설명한다.

도 15에 나타낸 바와 같은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수치제어 프로그램을 수치제어 프로그램 보정부(57)로 순차 읽어들인다

(단계 S1).

전송방향 역전검출부(57a)는 읽혀진 각 프로그램이 컷팅 공구의 이동을 명령하는 G00, G01 및 또 다른 코드를 갖춘 프로

그램인지의 여부를 판단한다(단계 S2).

다음에, 전송방향 역전검출부(57a)로 읽혀진 프로그램이 컷팅 공구의 이동을 명령하는 G00, G01 및 또 다른 코드를 갖춘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과 전회에 기억된 마찬가지로 컷팅 공구의 이동을 명령하는 G00, G01 및 또 다른 코

드를 갖춘 프로그램을 비교한다. 더욱이, 이 비교는 각 축 방향마다 행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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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도 15에 나타낸 수치제어 프로그램에 있어서, 프로그램(1)이 단계(S3)에서의 전회 기억된 프로그램으로 한다.

프로그램(3)이 단계(S1)에서 읽혀지면, 프로그램(3)과 프로그램(1)이 비교된다.

프로그램(1)은 컷팅 공구의 +X축 방향의 이동명령이다. 프로그램(3)은 컷팅 공구의 -X축 방향의 이동명령이다. 따라서,

프로그램 (1) 및 (3)으로부터 X축의 전송방향의 역전이 판단된다(단계 S4).

다음에, 전송방향의 역전이 검출되면, 그 역전의 방향이 검출된다(단계 S5).

즉, 예컨대 +X축 방향으로부터 -X축방향으로의 전송방향의 역전인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를 판단한다.

+X축 방향으로부터 -X축 방향으로의 전송방향의 역전인 경우에는 수치제어 프로그램 보정부(57)에 설치된 역전방향 플

래그(flag) B를 셋(set) 한다(단계 S6). 반대의 경우에는 역전방향 플래그 B는 리셋(reset) 한다(단계 S7).

다음에, 기억된 프로그램이 갱신된다(단계 S8).

상기 예에서는 전회 기억된 프로그램(1)은 프로그램(3)으로 갱신된다.

다음에, 보정 프로그램 작성부(57b)에 있어서는 보정량 파일부(60)로부터 보정량을 작성하기 위한 소정 정보를 취득한다

(단계 S9).

이 정보는, 예컨대 보정량(D)의 값 등이지만, 상세한 설명은 후술한다.

다음에, 보정량 파일부(60)로부터 얻어진 정보에 기초하여 보정량(D)을 결정한다(단계S10).

이 보정량은 X축 전송방향의 역전시에 또 다른 Y 및 Z축 방향에 생기는 컷팅 공구의 피가공물에 대한 위치오차를 보정하

는 보정량이다.

이들 보정량을 결정하는 방법의 상세한 설명도 후술한다.

단계(S10)에서 결정된 Y, Z축 방향에 생기는 컷팅 공구의 피가공물에 대한 위치오차를 보정하는 보정량을 DXY, DXZ로 하

면, 이들 보정량을 Y, Z축 방향의 이동량으로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단계 S11).

구체적으로는, 예컨대 도 17에 나타낸 바와 같이, Y, Z축 방향으로 보정량(DXY,DXZ)에 의해 이동시키는 제어대상을 만들

도록 빠른 전송을 명령하는 코드 G00을 사용하여 프로그램(H)이 작성된다.

다음에, 단계(S11)에서 작성된 프로그램(H)은, 예컨대 도 18에 나타낸 바와 같이 프로그램 (2)와 (3) 사이에 삽입된다.

또한, 도 15에 나타낸 프로그램 (3)과 (5)의 관계에 있어서도 X축 전송방향의 역전이 존재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4)와 (5)

사이에도 동일한 보정 프로그램(H)이 삽입된다.

상기 처리를 반복함으로써, 수치제어 프로그램을 보정할 수 있다.

또한, 상기의 예에서는 X축의 경우에 대해서 나타냈지만, Y축 및 Z축에 대해서도 동일한 처리가 행해진다.

다음에, 보정량 파일부(60)의 내용 및 보정량의 결정방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예컨대, X, Y, Z축 방향에 각각 제어축을 갖춘 수치제어 공작기계에 있어서 하나의 제어축 방향의 목표위치에 제어대상을

위치시킬 경우, 목표위치에 대한 또 다른 제어축 방향의 위치오차가 발생한다. 또한, 하나의 제어축 방향에도 백래시 및 또

다른 기계적인 위치오차가 발생한다.

따라서, X, Y, Z축 방향에 발생하는 위치오차량은 도 19b에 나타낸 바와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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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오차(δXX,δYY,δZZ)는 각 제어축 전송방향의 역전시에 해당 제어축 방향에 발생하는 백래시 및 또 다른 기계적인 에러

이다.

위치오차(δXY,δXZ)는 X축 방향의 전송방향의 역전시에 Y, Z축 방향에 발생하는 위치오차량이다.

위치오차(δYX,δYZ)는 Y축 방향의 전송방향의 역전시에 X, Z축 방향에 발생하는 위치오차량이다.

위치오차(δZX,δZY)는 Z축 방향의 전송방향의 역전시에 X, Y축 방향에 발생하는 위치오차량이다.

도 19a는 위치오차량을 보정하기 위한 보정량을 나타낸 항목이다.

도 19a에 나타낸 보정량(DXX,DYY,DZZ: 이하, 백래시 보정량)은 통상 수치제어 공작기계를 제어하는 수치제어장치에서는

백래시 보정기능이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제어장치에 유지된다.

본 실시예에서는 보정량(DXY,DXZ,DYX,DYZ,DZX,DZY: 이하, 또 다른 축 보정량)을 결정하고 상기 보정 프로그램을 작성한

다.

예컨대, 또 다른 축 보정량(DXY,DXZ)은 X축의 전송방향이 역전할 경우에 목표위치(컷팅 공구와 피가공물간 상대위치)에

대한 Y축 및 Z축의 위치오차를 보정하기 위한 보정량이다.

또 다른 축 보정량(DYX,DYZ 및 DZX,DZY)에 대해서도 X축의 경우와 같이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 다른 축 보정량(DXY,DXZ,DYX,DYZ,DZX,DZY)의 결정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예컨대, 수치제어 공작기계에 있어서 하나의 제어축의 전송방향을 역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또 다른 축 방향의 위치오차

(δ)가 거의 일정한 경우를 생각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각 또 다른 축 보정량(DXY,DXZ,DYX,DYZ,DZX,DZY)을 일정한 값으로서 보정량 파일부(60)에 유지한다.

이들 값을, 예컨대 도 6에 나타낸 바와 같은 보정 프로그램의 보정량으로 사용한다.

또한, 또 다른 축 보정량(DXY,DXZ,DYX,DYZ,DZX,DZY)은 수치제어 공작기계에 의해 실제로 가공할 경우의 위치오차(δ)로부

터 결정될 수 있다. 또는, 레이저 간섭장치 및 또 다른 위치검출수단을 이용하여 소정의 축을 전송제어시켜 또 다른 축의

위치오차(δ)를 검출함으로써 결정해도 된다.

수치제어 공작기계에 있어서, 예컨대 크기가 거의 동일한 경우이지만, 하나의 제어축 전송방향의 역전방향에 따른 위치오

차(δ)의 방향은 다르다.

이 경우에 있어서, 또 다른 축 보정량(DXY,DXZ,DYX,DYZ,DZX,DZY)은 정부값으로 유지된다. 보정 프로그램 작성부(57b)는

상기 역전방향 플래그 B의 상태(status)에 따라 대응하는 또 다른 축 보정량을 선택결정한다.

수치제어 공작기계의 구조에 의해서는, 예컨대 정방향으로부터 부방향으로의 전송방향의 역전의 경우와 부방향으로부터

정방향으로의 전송방향의 역전의 경우간 또 다른 축 방향에 위치오차량은 다르다. 상술한 바와 같이 동일한 크기의 또 다

른 축 보정량에서는 보정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생각된다. 예컨대, 중력의 영향 등에 의해 역전하는 방향에 의해 위치오

차량이 다를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역전의 방향에 따라 달라지는 또 다른 축 보정량의 값을 보정량 파일부(60)에 유지한다. 보정 프

로그램 작성부(57b)는 상기 역전방향 플래그 B의 상태에 따라 대응하는 또 다른 축 보정량을 선택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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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구동되는 제어축의 전송방향이 역전하는 경우에, 또 다른 제어축 방향에 발생하는 위치오차가 구동되는 제어축의 위

치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예컨대, X축의 전송방향으로 역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Z축 방향의 위치오차(δXZ)의 양이 X축 방향의 위치함수로 표시되

는 경우, 도 9에 나타낸 바와 같이 X축 방향의 위치에 따라 직선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보정량 파일부(60)에 비례계수(K)와 X축 방향의 기준위치에 있어서의 또 다른 축 보정량(DXZ0)을 유지

해 두고, 상기 식(1)에 의해 또 다른 축 보정량(DXZ)을 산출한다.

또한, 보정 프로그램 작성부(57b)에 있어서는 각 제어축 방향의 이동량을 적산(積算)하고, 원점위치로부터의 현재위치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한다.

또한, 도 10에 나타낸 바와 같이, X축 방향의 복수위치에 있어서 Z축 방향의 위치오차(δXZ)가 다를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또 다른 축 제어량(DXZ)은 X축 방향의 복수위치에 대응하는 보정량 파일부(60)에 유지된다.

또한, 복수점간 또 다른 축 보정량(DXZ)은 직선보간에 의해 산출된다.

또한, 컷팅 공구에 컷팅력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 즉 가공이 수행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컷팅력이 없는 만큼 또 다른

제어축 방향의 위치오차량도 작아진다.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예컨대 보정량 파일부(60)에 유지하는 또 다른 축 보정량(DXZ)을 가공 및 비가공을 위해 유지해

둔다.

보정 프로그램 작성부(57b)는 명령된 코드의 내용에 따라 사용된 또 다른 축 보정량(DXZ)을 스위치한다.

가공이 수행되었는지의 판단은 수치제어 프로그램중의 코드 내용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 예컨대, 코드(G01)는 컷팅 전송

을 명령하는 코드이기 때문에, 이동명령을 코드(G01)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공이 수행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G00

와 같이 빠른 전송을 명령하는 코드의 경우에는 가공이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상기 수치제어 프로그램 작성장치에 의해 작성된 수치제어 프로그램이 적용된 수치제어장치는 X, Y, Z축 위치보정부

(4,5,6)로부터 또 다른 축 보정량을 출력하는 기능이 없는 도 1에 나타낸 위치제어장치(1)의 구성중 하나이다.

다음에, 상기 수치제어 프로그램 작성장치에 의해 작성된 수치제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치제어장치 및 머쉬닝 센터의

동작을 설명한다.

우선, 수치제어 프로그램 작성장치에 의해 작성된 수치제어 프로그램은, 예컨대 수치제어 테이프, 플로피디스크, 또는 또

다른 기억매체를 통해 수치제어장치(1) 내로 읽혀져 RAM(23)에 기억된다.

상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을 수치제어 프로그램 해석처리·명령분배부(3)가 해석처리하고 제어축에 위치명령(rx,ry,rz)을 분

배한다.

각 제어축마다 분배된 위치명령(rx,ry,rz)은 소정 시간당 이동량으로서 각각 X, Y, Z축 위치명령 보정부(4,5,6)에 순차 입

력된다.

다음에, 각 축 위치명령 보정부(4,5,6)에서는 입력된 이동량에 기초하여 각 축의 전송방향이 역전했는지의 여부를 검출한

다.

방향이 역전했는지의 여부는 위치명령펄스의 부호가 역전했는지의 여부를 검출함으로써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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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전회 입력된 이동량과 금회 입력된 이동량의 부호가 다른 경우에는 전송방향이 역전하는 명령인 것으로 판단된다.

제어축의 전송방향이 역전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응하는 백래시 보정량이 각 축 위치보정부(4,5,6)로부터 대응하는 가산기

(8,9,10)로 출력된다.

예컨대, X축 방향의 전송방향이 역전한 경우에는 X축 서보제어부(12)를 통해 X축 방향의 백래시가 백래시 보정량(DXX)에

의해 보정된다.

이 때, X축 방향의 백래시 보정에 덧붙여 Y축 방향 및 Z축 방향의 위치오차를 보정하도록 수치제어 프로그램 해석처리·명

령분배부(3)로부터 위치명령(ry,rz)이 출력된다.

위치명령(ry,rz)은 수치제어 프로그램 해석처리·명령분배부(3)에 있어서 또 다른 축 보정량(DXY,DXZ)이 위치명령으로 변

환된 것이다.

이 위치명령(ry,rz)이 Y, Z축 서보제어부(13,14)로 출력됨으로써, Y, Z축 방향의 목표위치로부터의 위치오차가 보정된다.

또한, X축의 전송방향이 역전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했지만, Y, Z축의 전송방향이 역전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

다.

이상과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수치제어 프로그램 작성장치에 있어서 미리 보정된 수치제어 프로그램에 의해 수치제어 공

작기계를 구동함으로써, 하나의 제어축 전송방향의 역전시에 또 다른 제어축 방향에 발생하는 목표위치로부터의 위치오차

를 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보정할 수 있다.

이 결과, 수치제어 공작기계에 의한 피가공물의 가공 정밀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본 실시예 의하면, 수치제어 공작기계를 제어하는 수치제어장치에 하나의 제어축 전송방향의 역전시에 또 다른 축

방향에 발생하는 목표위치로부터의 위치오차를 보정하는 기능을 갖추지 않아도 이들 위치오차를 보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실시예에 의하면, 기존의 수치제어장치에 대해 어떠한 변경을 가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또 다른 제어축의

방향에 발생하는 목표위치로부터의 위치오차를 2차원적 또는 3차원적으로 보정할 수 있다.

이 결과, 예컨대 머쉬닝 센터에 있어서 볼앤드밀(T)에 의해 피가공물(W)의 일면을 마무리하는 경우에 가공면의 표면 거칠

기를 향상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은 상술한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는다.

상술한 실시예에서는 수치제어 프로그램 작성장치에 의해 작성된 수치제어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수치제어장치에 백래시

보정기능의 경우에 대해 설명했지만, 예컨대 도 20에 나타낸 백래시 보정기능이 적용되지 않은 구성의 수치제어장치에 적

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백래시 및 또 다른 축에 발생하는 위치오차를 보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예컨대 X축의 전송방향이 역전하는 경우에 삽입되는 보정 프로그램으로서 도 21에 나타낸 백래시 보정

량(DXX)에 추가된 프로그램이 작성된다.

백래시 보정량(DXX) 및 또 다른 축 보정량(DXY,DXZ)에 의해, X축의 전송방향이 역전하는 경우 3개의 X, Y, Z축 방향에 발

생하는 목표위치로부터 위치오차를 보정할 수 있다.

또한, 보정량(DXY,DXZ,DYX,DYZ,DZX,DZY) 모두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그들중 어느 하나만을 사용해도 된다.

또한, 상술한 실시예에 있어서, 3개의 X, Y, Z축을 갖춘 수치제어 공작기계에 적용한 경우에 대해 설명했지만, 2개의 제어

축을 갖춘 수치제어 공작기계 또는 4축 이상의 제어축을 갖춘 수치제어 공작기계에 본 발명을 적용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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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하나의 제어축의 전송방향을 역전하는 경우에 복수의 제어축을 갖춘 제어대상의 하나의 제어축의 방향 이외에

또 다른 축 방향에 발생하는 목표위치에 대한 위치오차를 보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제어대상의 목표위치에 대한 위치오차를

2차원적 또는 3차원적으로 보정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하나의 제어축의 전송방향이 역전하는 경우에 복수의 제어축을 갖춘 수치제어 공작기계의 하나의 제어축

이외에 또 다른 제어축 방향에 발생하는 위치오차를 보정할 수 있다. 그 결과, 수치제어 공작기계에 의해 피가공물의 가공

정밀도가 향상된다.

또한, 본발명에 기초한 수치제어 프로그램 작성장치에 따른 수치제어장치에 보정된 수치제어 프로그램이 다운로드되기 때

문에 기존의 수치제어장치를 변경하지 않고 높은 정밀도의 처리가 가능해진다. 따라서, 본 발명의 작업이 아주 쉬워진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위치제어장치의 제1실시예의 구성을 나타낸 구성도,

도 2는 도1에 나타낸 위치제어장치(1)를 구성하는 하드웨어 구성의 일예를 나타낸 구성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위치제어장치가 적용되는 수치제어 공작기계로서 머쉬닝 센터의 구성의 일예를 나타낸 구성도,

도 4는 머쉬닝 센터의 X축 테이블에 고정된 피가공물을 볼앤드밀(ball end mill)에 의해 마무리 하는 상태를 나타낸 사시

도,

도 5는 머쉬닝 센터에 의해 마무리된 가공면의 표면 거칠기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6은 볼앤드밀에 의해 피가공물 컷팅하는 경우에 가공면의 상태를 나타낸 도면,

도 7a 및 도 7b는 피가공물의 가공면 상태를 나타낸 도면으로, 도 7a는 이상적인 상태에 있어서의 가공면의 상태를 나타낸

평면도이고, 도 7b는 Z축 방향에 생기는 위치오차의 경우에 있어서의 가공면의 상태를 나타낸 평면도,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수치제어장치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순서도,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수치제어장치의 보정량에 데이터의 일예를 나타낸 도면,

도 10은 본 발명에 따른 수치제어장치의 보정량에 데이터의 또 다른 예를 나타낸 도면,

도 11은 본 발명에 따른 수치제어장치의 보정량에 데이터의 또 다른 예를 나타낸 도면,

도 12a 및 도 12b는 실제로 피가공물을 가공하는 경우의 가공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으로, 도 12a는 본 발명에 따른

위치제어장치에 의해 가공하는 경우의 표면 거칠기를 나타낸 도면이고, 도 12b는 종래의 표면 거칠기를 나타낸 도면,

도 13은 본 발명에 따른 수치제어 프로그램 작성장치의 구성을 나타낸 구성도,

도 14는 본 발명에 따른 수치제어 프로그램 작성장치에 수치제어 프로그램 보정부의 구성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15는 본 발명에 따른 수치제어 프로그램 작성장치의 포스트 프로세서부로부터 출력하는 수치제어 프로그램의 일예를

나타낸 도면,

도 16은 본 발명에 따른 수치제어 프로그램 작성장치에 수치제어 프로그램 보정부의 처리순서의 일예를 나타낸 순서도,

도 17은 본 발명에 따른 수치제어 프로그램 작성장치에 보정 프로그램의 일예를 나타낸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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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8은 본 발명에 따른 수치제어 프로그램 작성장치의 포스트 프로세서부로부터 출력하는 수치제어 프로그램 내에 보정

프로그램을 삽입함으로써 얻어진 프로그램을 나타낸 도면,

도 19는 위치오차량을 보정하기 위한 보정량 및 위치오차량을 나타낸 설명도,

도 20은 본 발명에 따른 수치제어 프로그램 작성장치에 의해 작성된 수치제어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수치제어장치의 또 다

른 구성의 예를 나타낸 구성도,

도 21은 본 발명에 따른 수치제어 프로그램 작성장치에 의해 작성된 보정 프로그램의 또 다른 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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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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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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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a

도면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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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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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도면11

도면12a

도면1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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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3

도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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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5

도면16

도면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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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8

도면19a

도면1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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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0

도면21

등록특허 10-0573716

- 32 -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특허청구의 범위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의 구성
	발명의 효과

	도면의 간단한 설명
	실시예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
	도면5
	도면6
	도면7a
	도면7b
	도면8
	도면9
	도면10
	도면11
	도면12a
	도면12b
	도면13
	도면14
	도면15
	도면16
	도면17
	도면18
	도면19a
	도면19b
	도면20
	도면21




문서
서지사항 1
요약 1
대표도 1
특허청구의 범위 2
명세서 6
 발명의 상세한 설명 6
  발명의 목적 6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6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7
  발명의 구성 8
  발명의 효과 22
 도면의 간단한 설명 22
  실시예 22
도면 22
 도면1 23
 도면2 24
 도면3 24
 도면4 25
 도면5 25
 도면6 26
 도면7a 26
 도면7b 26
 도면8 27
 도면9 27
 도면10 28
 도면11 28
 도면12a 28
 도면12b 28
 도면13 29
 도면14 29
 도면15 30
 도면16 30
 도면17 30
 도면18 31
 도면19a 31
 도면19b 31
 도면20 32
 도면21 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