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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온-머신(on-machine) 가공시스템은 가공 공정 상에서 가공물

(work-piece)의 형상정밀도를 평가하고 피드백(feed-back)하여 

재-가공을 하기 위한 측정을 동시에 수행하는 시스템이며, 이에 대

한 측정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자동화 공정을 위한 주요 기반 기술

이다[1]. 일반적으로 산업현장에서는 가공물의 원형 형상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고-정밀 진원도(roundness) 및 지름(diameter) 측
정 장비로 가공물을 측정한 후(off-machine process), 가공장비에

서 평가데이터를 바탕으로 재-가공하는 방식이 사용되었다. 하지

만, 오프-머신 측정은 가공물에 대해 별도의 측정 과정 뒤에 재-가
공을 위한 재설치 시 정렬-오차(센터링 오차, 휨 오차 등)가 발생하

여 가공정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있다. 또한 발전 터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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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enclature

θ : Measurement data position in revolution   ⋯

 : Setting length of probe 1 and 4
 : Diameter of specimen
 : Center point of specimen
  : Center point of sensor system
θ  : Sensor measurement data for specimen surface 

  

θ  : Specimen roundness data profile
θ   θ   : Motion error profile of rotor of the 

manufacturing machine 
φ : Probe arrangement angel of sensors   

 : Eccentricity of the specimen 
ρ : Angle of eccentricity vector component
δ δ : Average of measurement residual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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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용 대형 샤프트와 같은 대형 원형 부품에 대해서 측정을 위한 

이동 및 재설치가 어렵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이런 요구에 따라, 
가공 장비 분야에서 온-머신 측정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가공 기술

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2-6].
이러한 필요성에 대응하여 형상 측정시스템을 가공 장비의 절삭

공구(cutting-tool)와 병렬로 배치하여 온-머신 측정시스템을 적용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문제점이 있다. 원형 단면 형상 

및 지름 측정을 위한 변위 센서의 측정데이터에는 목적으로 하는 

형상 성분 외에, Fig. 1와 같이, 가공 장비 회전-로터(rotor)의 반경

방향-구동오차(radial error motion) 성분과 가공물의 초기 정렬-
오차(setting error) 성분이 합성된 형태로 획득된다[7]. 이러한 원

치 않는 오차 성분들은 Fig. 2에 나타난 것과 같이, 형상(진원도 

및 지름)에 대한 측정불확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회전구동오차를 최소화 하기 위한 고가의 회전-로터를 적용

하거나 정렬-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교정장치가 필요하

기 때문에 장비의 고가화의 원인이 된다[8-12].
따라서, 회전-구동-오차 및 정렬-오차를 실시간으로 제거하면서 

정밀한 원형 형상 성분을 온-머신 측정하기 위한 기술로 반전법

(reversal method), 멀티프로브법(multi-probe method) 등의 오

차분리기술(error separation technique)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13-17]. 이 중에서 특히 푸리에-모델-기반-멀티프로브-오차분리

(Fourier-model based multi-probe-error-separation (MPES) 방
법은 다른 방법들에 비해 온-머신 측정시스템 적용에서 다음과 같

은 장점을 가진다. 1) 다른 오차분리기술에 비해 고밀도의 측정 

데이터 획득 가능하고, 2) 측정물(가공물)의 재설치 과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센터링-오차 등의 정렬-오차가 발생 하지 않으며, 3) 
프로브 초기 세팅-오차의 영향을 무시 할 수 있기 때문에, 4) 실시

간 측정시스템 구성이 가능하다. 다만, 오차성분들의 분리를 위한 

데이터 처리과정에서 고조파-변조현상(harmonic distortion)이 발

생하는 단점으로 인해[18-20] 일반적인 사용이 기피되어 왔으나, 최
근에 보고된 연구들에 의해 고조파-변조현상을 회피 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다[21].
본 연구에서는 고조파-변조현상 회피 기술을 적용한 MPES기술

을 기반으로 가공물의 정밀 원형 단면 형상 및 지름 측정을 위한 

가공 장비 온-머신 측정시스템을 개발한다. 이를 위해 4개의 센서

로 이루어진 측정시스템 원리가 개발 되었으며, 회전구동오차와 

설치오차 제거를 위한 원형 형상 측정부와 지름 측정부의 모델식

이 기하학적 관계를 통해 수립되었다. 측정 모델식으로 부터 획득

된 단면 형상 성분 및 지름 측정 및 설계 조건을 바탕으로 측정시스

템을 설계 및 제작하였으며, 일반적인 단일 센서를 이용한 측정 

방법과의 비교를 통해 개발된 온-머신 측정 시스템의 성능을 검증

한다.

2. 본 론
2.1 제안된 4-프로브법 기반 온-머신 측정시스템 

제안된 정밀 원통 부품의 단면 형상 성분 및 지름 측정을 위한 

온-머신 측정시스템의 구성은 Fig. 3과 같다. 회전 로터 기반 가공 

장비에 대해 원통 부품의 가공 후 절삭공구와 병렬로 설치된 4-프
로브 기반 MPES측정시스템으로부터 원통 부품의 단면의 런아웃-
데이터(run-out)를 획득한다. 

측정된 데이터는 원통 부품의 단면 형상 성분(진원도, 지름)과 

함께 회전 로터의 오차 운동 성분과 편심 및 편각 등의 설치 오차 

Fig. 1 Runout data components of roundness measurement at 
the conventional on-machine system

 (a) Rotational motion error components

(b) Setting error component

Fig. 2 Effect of the error components to the roundness 
measur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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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이 유입되어 획득된다. 정밀한 단면 형상 성분을 검출하기 위

해 MPES기술 기반 지름 및 진원도 측정 알고리즘이 적용되었다. 
4-프로브 기반MPES기술의 모델의 개략도가 Fig. 4에 나타나있

다. 먼저 기하학적 관계에 의해 제거 대상의 오차 성분들 중 센서의 

초기 오프셋 오차와 로터의 회전 중심에 대한 원통 부품의 설치 

편심 오차와 같은 상수 오차 성분을 최소 제곱 정현파 피팅의 확률 

기반 평균화 알고리즘을 통해 제거된다. 그리고 런아웃 데이터 중 

3개의 프로브로 부터 출력된 데이터에 대해 푸리에 기반 멀티프로

브 오차분리법을 적용하여 원통 부품의 진원도 성분을 검출하고, 
기하학적 관계를 통해 회전로터의 구동오차 성분을 획득한다. 최
종적으로, 마주보는 2개의 프로브의 런아웃 데이터를 기반으로 원

통 부품의 단면 지름을 계산한다.

2.2 측정기술 원리
2.2.1 적용된 4-프로브법 측정 모델

Fig. 5와 같이, 변위 센서를 이용한 측정 시 유입되는 기하학적 

오차 성분을 고려하기 위해 임의의 번째 센서의 출력 모델을 수립

하였다. 임의의 프로브의 출력 모델은 식 (1)로 정리된다.

     




cos



sin


cos




 (1)

Fig. 4와 같이, 4-프로브     간의 배치 각도가 각각 

   일 경우, 기하학적 관계에 의해 수립된 모델식

을 기반으로 한 각 출력 모델식은 다음과 같다. 이때, 프로브 

 의 배치 각도는 각각   °   °이다.




  



cos





 (2)

    

  cos   sin 
cos     (3)

       




cos



sin


cos 




 (4)

 θ    θ π θ 
cosθ ρ π (5)

2.2.2 최소 제곱 정현파 피팅을 적용한 설치-오차 제거
푸리에 기반 멀티프로브 오차분리법 적용을 위해 먼저, 구해진 

각 센서 출력을 최소 제곱 평균 정현파 피팅 방법을 이용하여 1주

기 설치 오차 성분을 제거한다. 일반적인 정현파 모델은 다음과 

같다.


  



 θ ≈ (6)

  
  



cosθ
sinθ

 (7)

식 (7)에 대해 좌변항에 sinθ과 cosθ을 각각 곱하면 식 (8), 
(9)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sinθ 
  



sinθ cosθ  sinθ  (8)

Fig. 3 Proposed on-machine measurement system

Fig. 4 Schematic of the 4-probe MPES method for round-cross-
sectional form measurement

Fig. 5 Principle of probe sensor outpu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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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θ 
  



cosθ  sin θ cosθ  (9)

식 (8), (9)의 관계를 이용하면 정현파 모델의 계수 , 는 식 

(10), (11)과 같다. 구해진 계수를 식 (7)에 대입하여 1주기 설치 

편심 오차 성분 를 구할 수 있으며, 식 (2)-(5)의 모델식에 보상하

여 설치 편심 오차 성분이 보상된 출력 데이터을 획득할 수 있다.

 

 ∑  
 sin  ∑  

 sin  cos

∑  
 sin  cos ∑  

 cos


∑  
 sin  ∑  

 sin  cos

∑  
 cos ∑  

 cos 


(10)

 

 ∑  
 sin θ ∑  

 sin θ cosθ

∑  
 sin θ cosθ ∑  

 cosθ


 ∑  
 sinθ ∑  

 sin θ

∑  
 sin θ cosθ ∑  

 cosθ


(11)

2.2.3 푸리에-급수 기반 MPES법을 적용한 원형 형상 성분 측정 
모델

설치 편심 오차 성분이 보상된 센서 출력  ̂,  ̂,  ̂에서 

구동오차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하중 합성값 를 식 (12)와 

같이 나타낸다. 이때 하중 계수 a, b는 각 센서 출력에 유입된 구동

오차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계수이다.

θ   ̂ θ  ･ ̂ θ  ･ ̂ θ 

   ･  ･  (12)

여기서,  sin 

sin  ,  sin 

sin

구동오차 성분이 제거된 하중 합성 데이터는 주기성 성분만을 

가지고 있으므로, 식 (13)과 같이 푸리에-급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θ  
  

∞

･cosθ  ･sin θ  (13)

단면 형상 성분의 푸리에-모델화를 식 (14)와 같이 표현하면, 하
중 합성 데이터의 푸리에-계수와 단면 형상 성분의 푸리에-계수의 

관계를 비교하여 식 (15)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이때 계수 α, 
β는 아래와 같다.

θ  
  

∞

･cosθ ･sin θ  (14)




 


α ββ α



 


 (15)

단,   cos  cos

  sin  sin 

계수 비교를 통해 구해진 단면 형상 성분의 푸리에-급수를 시간

영역으로 표현하면 식 (16)과 같이 시간영역에서의 단면 형상 성분

을 구할 수 있다. 

θ    θ  (16)

2.2.4 회전구동오차 성분 측정 모델

원통 부품의 단면 형상 성분 및 설치 편심 오차가 보상된 측정 

데이터는 아래와 같이 구동 오차 성분만 남아있는 형태로 표현

된다. 

θ   θ  (17)

   cos   sin (18)

   cos   sin  (19)

정밀한 원통 부품의 반지름 측정을 위하여 보상된 데이터에 남

아있는 구동 오차 성분의 제거를 위해 센서 간의 기하학적 관계를 

통해 축 방향 구동오차 성분을 계산한다. x축방향 구동오차의 경우 

센서 1 출력의 기하학적 관계로 식 (20)의 형태로 계산되며, y축 

구동오차의 경우 센서 2, 3의 관계를 통해 식 (21)의 형태로 계산

된다.

 θ   θ  (20)

  sin  

cos  cos (21)

2.2.5 지름 측정 원리
마주보는 센서 출력 , 는 앞서 측정된 단면 형상 성분과 

구동 오차 성분, 설치 편심 오차 성분을 보상하면 값은 이론적으로 

0이 되어야 하지만, 이는 θ  일 때의 초기값을 이용한 평균을 

통해 상수항이 제거된 상태이므로 랜덤오차 성분에 의한 측정 오

차의 평균 δ, δ는 식 (22), (23)과 같다. 

δ  


  


θ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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δ  


  


 θ  (23)

프로브 설치 거리 에 대하여 측정 시 유입된 센서 초기값을 

이용하면 원통 단면의 지름 는 식 (24)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δ δ (24)

3. 온-머신 시스템 개발 및 검증

3.1 온-머신 측정시스템 개발
앞서 설명된 온-머신 측정시스템 모델을 적용하여 고조파변조현

상 회피가 가능한 MPES 기술 기반으로 가공 장비에 온-머신 원형 

형상 및 지름 측정 시스템이 Fig. 6과 같이 구축되었으며, 구축된 

측정시스템의 장치 구성에 대한 개략도가 Fig. 7에 나타나 있다. 
온-머신 측정시스템의 측정 센서는 정전용량형 센서(capacitive 
sensor, micro sense 2805-amp 8810)가 적용되었으며, 측정데이

터는 DAQ보드(NI SCB-68)로 획득되어 데이터 처리 알고리즘을 

통해 산출된다. 장치의 주요 사양은 Table 1에 표시된다. 프로브 

1,2,3의 각도 배치는 고조파-변조현상 회피를 위해 49° 136°로 설

계되어 배치하였다. 주요 측정 조건들은 Table 2에 표시하였다.

3.2 검증 실험
측정 시스템을 이용한 단면 형상 성분 및 반지름 측정을 수행하

기 전 설치된 센서의 배치 각도 확인을 위해 측정 데이터 간의 상관

관계를 이용한 배치 간격을 확인하였다. 측정값에 유입된 구동오

차 성분과 단면 형상 성분으로부터 분리된 1주기 편심 오차 성분을 

이용하였으며, 확인 결과 설계 조건에서 지정한 센서 배치 각도와 

동일함을 확인하였다. 추가적으로 Fig. 8의 결과와 같이 설치-오차 

분리를 통해 보상된 센서 출력값의 주파수 분석 결과 1주기 성분이 

완벽하게 제거되었음을 검증하였다. 
다음으로 제안한 푸리에-급수 기반 멀티브로브-오차분리 기술을 

적용하여 단면 형상 측정을 한 결과와 기존의 1-프로브를 사용한 

형상 측정 결과와 비교 검증을 수행하였다. 결과는 Fig. 9와 같으

며, 기존의 1-프로브를 이용한 단면 형상 성분 측정 방법의 경우 

Table 1 Spec of the development system components 

Component Model Spec

Capaci
-tive 

sensor

Amp
-lifier

MicroSence 
8810 Bandwidth 1 kHz

Probe MicroSence 
2805

Stand-off
± Range

500 µm 
± 250 µm

Linearity 0.04%
Resolution 18.7 nm
Diameter 5 mm

Resolution 36.7 nm

Work-piece Cylinder
Diameter 300 mm
Height 150 mm

Table 2 Measurement conditions

Angle arrangement

 0°
 49°
 136°
 180°

Sampling number 3600
UPR 150

Sampling interval 0.1°
Sampling range 360°

Algorithm computed speed 459.5 ms

Fig. 6 Constructed on-machine measurement system on 
manufacturing machine

Fig. 7 System components of the constructe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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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구동오차 성분이 제거되지 않아 오차가 유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단면 형상 RMS 평균은 제안된 측정 방법의 

경우 91.3 nm, 1-프로브의 경우 122.9 nm로 측정되었다. 또한, 
10회 반복 측정하여 획득된 진원도의 반복 측정 정밀도는 ±14.75 
nm이다.

마지막으로 회전 로터의 구동오차가 보상이 가능한 MPES기술 

기반 4-프로브 지름 측정 기술과 회전구동오차 보상이 되지 않은 

2-프로브 지름 측정 방법의 비교 검증을 수행하였다. 비교 실험 

결과 Fig. 10와 같이 나타났으며, 각 측정 기술 별 최대-최소값은 

제안된 4-프로브 측정 기술의 경우 24.5 nm, 회전구동오차 및 설

치-오차 보상이 안된 2-프로브 측정 기술의 경우 634.4 nm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회전구동오차가 지름 측정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으며, 제안된 측정 기술의 성능이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 10회 반복 측정하여 획득된 지름 성분의 반복 측정 정

밀도는 ±2.09 nm이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고조파 변조 현상 회피 기술을 적용한 푸리에-급

수 기반 MPES기술을 적용하여 가공물의 정밀 원형 단면 형상 및 

지름 측정을 위한 온-머신 측정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회

전구동오차 및 설치 오차 제거를 위해 기하학적 관계를 분석하였

으며 측정 모델을 설계하였다. 개발된 측정시스템을 구축하여 개

발된 4-프로브 온-머신 측정시스템과 오차분리기술을 적용하지 않

은 1-프로브 측정 방식에 대해 단면 원형 형상 성분 측정 결과와 

지름 측정 결과의 비교를 통하여 제안된 기술의 성능을 검증하였

다. 일반적인 가공 장비의 구동정밀도를 대상으로 측정 목표를 선

정하였고, 측정 결과 단면 형상 성분의 경우 0.1 µm  이내의 측정 

정밀도를 달성하였으며, 지름 측정의 경우 24.5 nm의 정밀도를 보

였다. 특히 지름의 경우 1-프로브 측정 방식보다 약 25배 이상의 

성능이 향상 됨을 확인하였다. 단면 형상 성분 및 지름 측정 기술을 

적용한 측정 실험 결과 단면 형상 성분의 반복 측정 정밀도는 각각 

단면 형상의 경우 14.75 nm, 지름은 2.09 nm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Fourier model 기반 MPES 기술을 적용하여 

단면 형상 성분 측정 적용성이 검증되었지만, 추후 연구를 통해 

로터의 회전 속도에 따른 불확도 요인 및 속도에 따른 sampling 
number와 측정 UPR 조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실시간 

측정 기반 온-머신 측정시스템으로 적용성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 연산 속도 향상을 위한 OS환경 및 하드웨어 조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연산 속도에 따른 딜레이로 인한 측정불확도 요

인들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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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Harmonic data of compensated eccentricity component

Fig. 9 Comparison result of roundness measurement

Fig. 10 Comparison result of diameter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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