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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정밀부품가공은 우주항공, 방산, 정밀기계, 반도체 설비부품 등

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고, 첨단 공작기계를 활용한 정밀가공

은 선진국이 기술적 격차를 유지하며 선도하고 있다[1,2]. DMG 
MORI, YAMAZAK MAZAK에서는 내장된 정밀 센서를 통해 

기계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보정하여 높은 가공 정밀도를 포함한 

고성능의 공작기계를 출시하여 공급 중이다. 외부 환경변화나 공

구의 마모 등으로 가공품의 품질은 복합적으로 저하되며, 불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공품의 정밀도 유지가 필요하다. 따라서, 주
요 공차 부위의 지속적인 측정 및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다[3-7]. 이러

한 요구로 우주항공, 방산부품 가공 기업 등에는 고가의 전용 자동

측정 시스템을 도입하여 스마트 팩토리 및 무인화 Fab을 점진적으

로 확대해가고 있다[8].
전차 궤도의 부싱은 내경의 정밀가공이 필요한 부품으로 하나의 

부싱가공품 불량이 궤도이탈의 사고를 유발하여 막대한 손실을 줄 

수 있으므로 전수 검사가 필요한 부품이다. 하지만 가공품의 단가

를 고려하면, 고가의 검사기투입이 어렵고 인력을 최소화 해야한

다. 따라서, 경제적이면서 정밀하고 자동화된 측정시스템이 필요하

다. 또한, 제품들의 전수 측정을 통해 측정된 값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가공 오차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거나 보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공하여 최종적으로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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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기반 가공오차 예측기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차궤도부싱 생산공정 중 인라인(in-line) 측정/

점검이 가능한 내경측정 시스템을 개발하여 불량을 개선하고자 한

다. 궤도부싱의 내측 실린더 내경을 자동 측정할 수 있는 측정 시스

템을 설계하고 마스터와의 정렬/교정을 위한 메커니즘을 개발한다. 
멀티 내경 측정을 통해 측정된 값들을 산출하고 가공오차를 예측

한다. 예측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구정보 보정시기 및 교체시기

를 판단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자동 내경 측정시스템의 측정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실험을 실시하고, 불량/양품의 샘플에 측정

을 적용하여 합/불 판정의 정확도를 평가하여 측정 시스템을 검증

한다.

2. 내경 정밀측정 자동화 시스템
내경측정 시스템은 자동화 측정이 가능해야 하며, 부싱의 내측실

린더의 측정 원호 데이터로부터 가공품들의 연속된 측정을 통해 

공정시간에 따른 원호가공 품질 변화 추이 분석이 가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측정시스템은 In-line 자동 반송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가 되어야 하며, 측정 시스템은 2개의 LVDT (linear variable 
differential transformer) 센서를 활용하여 제품의 상/하부 내경 

측정을 위해 Fig. 1과 같이 설계하였다.
홀더 형상은 멀티 프로브를 활용하여 부싱의 상/하부 내경을 동

시에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측정을 위해 공급되는 

부싱의 정렬을 위한 2자유도의 위치 조절 장치를 적용하고, 모터 

회전축에 대한 센서 홀더의 각도 미세정렬을 위해 Fig. 2와 같이 

유연힌지 기반의 2자유도 각도 조절 메커니즘을 적용하여 4자유도 

정렬장치를 설계하였다. 센서는 내경을 측정할 수 있도록 L자 형

태의 소형 LVDT (분해능 1 µm)를 적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세

부기술별로 개발하였다.

2.1 반송시스템 연동 내경 자동측정 프로세스 개발
내경 정밀측정 시스템은 PLC기반의 반송시스템으로부터 측정 

전/후의 트리거 신호를 마이크로컨트롤러의 I/O 포트 통신으로 자

동측정이 된다. 이를 PLC로 구현하기 위해서 내경측정 프로세스

를 개발하였다. 측정 프로세스는 Fig. 3과 같이 부싱의 투입 → 
적외선센서 감지 → 부싱 반송 → 부싱 안착 → 부싱 고정 → 측정

시스템 부싱 내 삽입 → 삽입신호 종료 후 측정 시작 신호 전달 

→ n분할 구간 회전을 통한 측정 → 내경 연산 → 연산 후 품질 

스테이터스 신호 표시 → 측정 종료 후 배출 신호 전달 → 부싱으로

부터 측정 시스템 배출 → 부싱 릴리즈 및 반송 순으로 이뤄지며 

PLC 및 미니PC에 내장된 Arduino 프로그래밍을 통해 연동하였

다. 센서 케이블의 간섭 문제로 인해 Fig. 4와 같이 CW방향과 

CCW방향을 교차하여 측정하도록 하였다.

2.2 내경측정 알고리듬 및 제어시스템 개발
실린더 내경은 LVDT의 길이 측정 데이터로부터 산출하며 최소 

3개 이상의 길이 데이터로부터 최소자승법(least square method)
을 활용한 최적원(best fit circle)으로 결정한다. 최적원의 크기는 

식 (1)과 같이 측정값 으로부터 원호 내경 R과 편심 ,x y  를 

정의하고, 식 (2)와 같이 matrix 형태로 정리한 뒤 식 (3)과 같이 

Fig. 2 Alignment mechanisms for centering of a sensor holder

Fig. 3 Flow-chart of bushing automatic measurement process

Fig. 1 Schematics of automatic multi inner diameter measur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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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 방정식으로 R과 ,x y  를 추정한다.

(1)

(2)

(3)

내경측정 시스템은 센서를 회전시키기 위한 모터와 센서 측정 

DAQ 및 최적원 계산을 위한 제어시스템으로 구성하였고, 제어시

스템은 현장 부착이 간편하도록 마이크로컨트롤러(Arduino)를 내

장한 미니PC (Latte panda)를 활용하여 적용하였다.

2.3 내경 모니터링 및 품질 예측 통합 소프트웨어 개발
내경 측정 데이터들로부터 가공된 부싱의 내경을 측정하는 기능

과 모니터링 및 가공품질을 예측하도록 PLC와 연동한 프로세스를 

Fig. 5와 같이 개발하였고, 전용 소프트웨어를 C++/MFC를 활용

하여 Fig. 6와 같이 구성하였다. 모니터링 중 불량이 발생한 부싱

에 대해서는 이력을 남겨 추후 재작업을 위해 분류하기 위한 데이

터를 남기고, 품질 변화 추이를 분석하여 가공오차를 예측한다. 예
측된 가공정밀도는 공작기계 제어기에 공구 길이 파라미터 보정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3. 성능평가 및 검증
개발된 시스템의 원호 측정 성능은 Fig. 7와 같은 CMM으로 

측정된 내경정보를 가진 부싱을 100회 반복측정하여 표준불확도

를 계산함으로써 평가하였다. 표준불확도는 상부와 하부의 원호를 

30도 간격으로 한바퀴 측정하여 최적원의 크기를 산출하고 100개

의 원호 크기 데이터를 Table 1과 같이 산출하였다.
개발된 측정 시스템은 Fig. 8과 같이 현장에 설치하여 CMM으

로 측정하여 불량과 양품 판정이 된 13개의 부싱 시편의 내경 불량 

Fig. 4 Bushing automatic measurement process considering 
sensor rotation for preventing sensor cable interference

Fig. 5 Flow-chart of bushing machining quality evaluation process 
with developed analysis SW

Fig. 6 Inner-circle monitoring and machining quality evaluation 
software configuration

Fig. 7 Standard uncertainty test for evaluating measuring 
repeatability of develope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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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측 성능을 검증하였다. 내경 공차가 상/하부 46.5+0.4 mm인 부

싱으로 Table 2와 같이 CMM으로 측정된 10개의 공차 내 시편

(양품)과 공차를 벗어난 3개의 시편(불량)을 대상으로 하였다. 측
정 및 비교결과 개발한 내경자동측정 시스템은 검출 오류 없이 정

확하게 측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전차궤도 부품인 부싱 가공품의 품질을 인라인에

서 전수 측정 할 수 있는 자동화된 멀티 내경 측정 시스템을 제안하

였고, 요소기술 제작 검증을 실시하였다. 인라인 자동화 측정 시스

템은 PLC 기반의 부싱 반송시스템과 LVDT 측정 및 분석을 담당

하는 Arduino 기반의 측정/분석 시스템으로 구성되고, 두 시스템

이 연동하도록 프로세스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측정/분석 시

스템 자체의 측정 성능(반복정밀도)은 기준부싱의 상/하부 내경을 

측정하여 최대 0.015 mm의 불확도로 확인하였고, 부싱의 공차 

범위인 0.4 mm를 고려했을 때 충분한 측정 성능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실제 현장의 PLC기반 부싱 반송시스템과 연동하여 개발 시

스템의 측정 정확성 검증을 실시하였고, 13개의 샘플을 측정 한 

결과 오차 없이 정확하게 판단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위치와 각

도를 조정할 수 있는 4자유도의 정밀 정렬장치를 설계 및 적용하여 

부싱과 측정 센서 간 오정렬로 인한 측정오차를 방지하였다. 측정/
분석 시스템은 측정데이터로부터 품질 변화 추이를 분석하여 가공

오차를 예측할 수 있도록 분석 SW를 포함하여 활용하였다. 이는 

예측된 가공 품질에 따라 공정을 멈추거나 공정 보정 값을 제안하

여 효율적인 가공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가공품의 품질을 지능

적으로 예측 및 예방하는 제안한 기술은 다른 형태의 가공물에도 

적용 가능하며 스마트 팩토리화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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