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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ler(CNC) 공작기계에 사용되

는 기존의 제어기는 통상적으로 위치추적 성능 향상에 주안점을 

둔 독립축 제어 방식[1-4]이 주류를 이루나, 위치추적 성능의 향상은 

윤곽추종 성능의 향상을 보장하지 않는다. 가공정밀도는 위치추적 

성능보다 윤곽추종 성능에 더욱 영향을 받으므로, 윤곽추종 성능 

향상을 위해 윤곽오차를 직접적으로 제어하는 방식의 연동제어기

를 Koren[5]이 제시하였다. 이후 점진적으로 다양한 윤곽오차 모델

이 적용된 연동제어기가 제시되어 오고 있다. 초기 연동제어기의 

윤곽오차 모델은 매개곡선 등 비선형 궤적에 대하여 윤곽오차 예

측 정확도가 낮아지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Lee[6]에 

의해 공구의 선단점과 최근접 보간점에 이웃한 전후 보간점들로 

구성된 직선 간의 최단거리를 윤곽오차로 정의하는 모델이 제시되

었으나, 2차원 윤곽가공에만 적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또한 

Lo[7]에 의해 3차원 윤곽오차 모델이 제시되었으나, 고속 가공 시 

예측 정확도가 낮아지는 한계가 있으며, 윤곽오차 계산을 위해 기

준 궤적에 대한 매개변수식을 직접 입력해야 하므로 범용 G-code
를 기반으로 작동되는 제어기 모듈에서는 활용되기 어렵다. 이후 

Jee[8]에 의해 기존 제어기 모듈과의 통합이 용이하며 고속에서도 

높은 정확도로 윤곽오차를 예측할 수 있는 윤곽오차 모델이 제시

되었다. 하지만, Jee에 의해 제시된 모델은 실제 공구 선단점의 최

근접 보간점 및 이웃한 전후 보간점으로 3차원 원을 구성하고 원과 

공구 선단점의 최단거리를 윤곽오차로 정의하므로, 기준 궤적의 

곡률이 큰 경우에는 윤곽오차 모델의 예측 정확도가 낮아질 수 있

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Erkorkmaz[9], Yang[10]에 의해 실제 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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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단점과 인접한 보간점들로 미소 선분을 구성하고, 실제 공구 선

단점과의 위치 관계에 따라 윤곽오차를 정의하는 윤곽오차 모

델이 제시되었다. Yang에 의해 제시된 모델은 Fig. 1에 도시한 

Erkorkmaz의 모델과 유사하나, 5축 연동제어 시 계산 과정을 간

소화하기 위해 기계좌표계 상에서 윤곽오차를 추정한다. P(k)는 

엔코더로부터 취득할 수 있는 현재 공구 선단점의 위치를 나타내

고, R(k-d)는 보간점 중 R(k)보다 시간단계 d 만큼 뒤처져 있는 

P(k)와 가장 가까운 보간점을 가리키며, 는 윤곽오차 모델로부터 

정의된 윤곽오차를 나타낸다. 그러나 Erkorkmaz에 의해 제시된 

모델은 기준 궤적을 미소 직선으로 근사화하므로 비선형 궤적에 

대한 고속 윤곽가공 시 윤곽오차 예측 정확도가 저하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또한 Frenet-Serret 좌표계를 이용하여 윤곽오차를 

보간점 진행방향과 수직한 두 방향으로의 위치추종오차로 추정하

는 윤곽오차 모델[11,12]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Frenet-Serret 좌표

계를 이용한 모델은 위치추종오차가 크거나 기준 궤적의 곡률이 

큰 경우에는 윤곽오차 예측 정확도가 낮아질 수 있는 한계를 가진

다. 그리고 Chen[13]에 의해 기준 곡선의 매개변수식을 통해 선단

점 근처 기준 궤적을 직선으로 근사하는 윤곽오차 모델과, 원호로 

근사하는 윤곽오차 모델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Chen에 의해 제시

된 윤곽오차 모델은 직선 보간기에 대해 적용할 수 없으며, 윤곽오

차 계산을 위해 매개변수식을 직접 입력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대부분의 기존 윤곽오차 모델[6-13]은, 모서리 궤적에 대한 윤

곽가공 시 모서리 영역에 해당하는 보간점이 실제 공구 선단

점의 최근접 보간점으로 정의되지 않으므로, 모서리 영역에서

의 윤곽제어 성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Lim[14]에 의해 Fig. 2와 같이 모서

리에 대한 윤곽오차를 정의하는 윤곽오차 모델이 제시되었다. 
Rc(k)는 기준 궤적의 곡률을 기준으로 판별된 모서리 보간점 중 

P(k)와 가장 가까운 보간점을 가리키며, 는 전술한 기존 윤곽오

차 모델[6-13]로부터 정의된 윤곽오차를 나타내고, 는 모서리 윤

곽오차 모델로부터 정의된 윤곽오차를 나타낸다. 그러나 Lim에 의

해 제시된 윤곽오차 모델은 모서리가 아닌 직선, 곡선의 궤적에 

대해서는 앞서 제시된 윤곽오차 모델에 비해 윤곽오차 예측 정확

도가 현저히 낮아질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준 궤적

의 형상을 직선, 곡선, 모서리로 분류하고 궤적에 따라 가변하는 

방식의 윤곽오차 모델을 제시한다. 2장에서는 공구 선단점 근처의 

기준 궤적 형상을 분류하기 위한 기준과, 분류된 궤적에 따라 적합

한 윤곽오차 모델을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3장에서는 제시

된 가변 윤곽오차 모델이 적용된 연동제어 시스템의 다양한 형상

에 대한 윤곽추종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모서리가 존재하는 굴곡

진 기준 궤적을 대상으로 무부하 조건에서의 PC 기반 개방형 다축 

CNC 테스트베드 구동 실험을 수행하였다.

2. 제시된 가변 윤곽오차 모델
다축 연동제어 시스템의 윤곽제어 성능은 윤곽오차 모델의 정확

도에 큰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윤곽오차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Figs. 3, 4와 같이 선단점 근처 기준 궤적을 곡률에 

따라 직선, 곡선, 모서리로 분류하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P(k)는 

현재 공구 선단점의 위치를 나타낸다. 이때 R(k)와 R(k-d)를 포함

하여 두 점 사이에 존재하는 보간점들의 집합을 가변 윈도우 W(k)
로 정의한다.

2.1 모서리 형상에 대한 윤곽오차 예측
모서리 또는 곡률이 큰 궤적을 고속으로 가공하는 경우, Fig. 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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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한 바와 같이 실제 공구 선단점 P(k)와 모서리 보간점 Rc(k) 
사이의 간격이 멀어져 Rc(k)가 최근접 보간점 R(k-d)로 정의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의 기존 윤곽오차 모델[6-13]은 현재 

선단점 P(k)가 최근접 보간점 R(k-d) 근처 영역에서 윤곽오차를 

정의하고 있으므로, 모서리에 대한 윤곽정확도 향상 효과를 기대하

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가변 윤곽오차 모델에서는 기준 궤적의 

곡률을 기준으로 모서리를 판별하고, Fig. 2와 같이 모서리 영역의 

윤곽정확도 향상을 위한 윤곽오차 모델을 적용한다. 가변 윈도우 

W(k)의 i번째 보간점의 곡률을 (i)로 정의하면, 모서리 형상에 

대한 판별 조건식을 아래의 식(1)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1)

모서리 판별 곡률  corner는 윤곽가공 시 Rc(k)가 P(k)의 최근접 

보간점이 되지 않는 보간점 Rc(k)의 최소 곡률로 정의하며, 이송속

도에 반비례한다. 가변 윈도우 내에 모서리가 존재하는 경우, Fig. 
3에 제시된 Case (1)과 같이 윤곽오차 벡터가 최근접 보간점이 

아닌 모서리 지점에 존재하는 보간점을 향할 수 있도록 Lim의 모

델을 적용한다. 모서리가 연속적으로 존재하거나 모서리가 여러 

개 존재하는 경우, 모서리로 판별된 보간점 중에서 선단점 P(k)의 

최근접 보간점에 대해 윤곽오차를 계산한다. 선단점이 모서리 영

역을 지나친 후에는 가변 윈도우가 현재 보간점 R(k)와 최근접 보

간점 R(k-d) 사이의 보간점으로 정의되며, 가변 윈도우 상에 모서

리 영역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위추 추종오차와 윤곽오차가 예각

을 이룬다.
Lim의 모델은 윤곽오차를 정의하기 위해 기준 궤적의 곡률이 

임계 곡률보다 크며 기준 공구경로에서 곡률이 증가한 후 감소

하는 보간점을 모서리로 정의한다. 이후 모서리의 직전과 직후 

보간점을 이용하여 기준 궤적을 근사하는 스플라인을 구성한다. 
그러나 근사된 스플라인 전후 보간점의 위치에 따라, 스플라인

이 기준 궤적의 형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모서리가 기준 궤적의 회전 중심이 존재하는 영역인 안쪽

이 아닌 바깥쪽에 정의되어 모서리 영역에서의 윤곽오차가 정상

적으로 정의되지 않는 문제점을 가진다. 또한 모서리가 존재하

는 기준 공구경로는 대게 비대칭적인 모서리 형상을 가짐에도 

Case (1)

c


( )cR k

( )P k

( )R k d

( )P k

( )R k d

( )P k





Case (2)

Case (3)

Fig. 3 Schematic of the proposed model

Fig. 4 Flowchart of the propose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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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Lim이 제시한 윤곽오차 모델은 기준 궤적의 모서리 

형상이 대칭적인 경우만을 고려하므로, 모서리 지점에서의 보간

점을 기준으로 비대칭적인 경우 중심점이 보간 궤적의 바깥쪽에 

정의되어 윤곽오차가 정상적으로 정의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Lim 모델을 개선한 형태의 모서리 형

상에 대한 윤곽오차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된 윤곽오차 모델에

서는, 식(2)와 같이 현재 보간점 R(k)와 모서리 지점에서의 보간

점 Rc(k)와 가변 윈도우의 가장 과거 보간점 R(k-d)를 지나는 2
차 매개변수 곡선 v(u)를 정의한다. 이후 Fig. 5와 같이 선단점

을 매개변수 곡선이 존재하는 평면에 정사영하고, 스플라인의 

최고차항의 계수 a2와 식(3-4)의 부호에 따라 정사영된 선단점 

P'(k)가 기준 궤적의 안쪽에 있는 경우와 바깥쪽에 있는 경우를 

구분하며, 안쪽에 있는 경우에는 식(5)에 따라 중심점 φ (k)을 

정의한다. 중심점은 모서리 보간점에서 투영 평면에서 정의한 

스플라인의 접선에 수직한 방향으로 추종오차와 중심점 거리 계

수 Lc를 곱한 거리만큼 떨어진 점으로 정의한다. Lc를 작게 설정

하는 경우, 모서리 윤곽오차가 반영되는 초기 구간에서 모서리 

윤곽오차가 최근접 보간점을 향하도록 정의되며, 선단점이 모서

리와 가까워지는 후기 구간에서 모서리 윤곽오차가 모서리를 향

하지 않게 되므로 모서리 윤곽정확도를 효과적으로 향상시키지 

못한다. 반면에 Lc를 크게 설정하는 경우, 모서리 윤곽오차가 반

영되는 초기 구간에서 급격한 가속도가 발생할 수 있다.

2
2 1 0( )v u a u a u a   (2)

( ) ( )p pP k v v u   (3)

2
2 1 0( , )p p p p pf u v a u a u a v    (4)

( ) ( ) ( ) ( )c ck R k L P k R k v  
  (5)

2.2 비선형 궤적에 대한 윤곽오차 예측
Figure 3의 Case (2) 및 Case (3)의 경우와 같이 가변 윈도우 

내에 모서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최근접 보간점의 곡률 κ(k-d)를 

기준으로 적합한 윤곽오차 모델을 적용한다. 임계곡률 κmax, κmin은 

Fig. 3 Case (3)과 같이 Jee에 의해 제시된 모델의 근사화 오차에 

따라 결정된다. 기준 궤적에 대한 Jee 모델의 근사화 오차의 최댓값 

emax는 아래의 식(6-9)와 같이 구할 수 있다.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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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2

2 sin 2

fTfT
fTh

fT






   
   (7)

2
2

1

2
fT h

 
   
 

(8)

max
1e h


  (9)

f 와 T 는  공구 선단점의 이송속도와 시스템의 제어주기를 의미

한다. 가공 중 시스템의 제어주기는 고정되므로 수치해석을 통해 

세 보간점이 이루는 각도 θ와  이송속도 f 에  대해 근사화 오차 

emax를 구할 수 있다. κmin은 Jee 모델의 계산 과정에서 부동소수점 

오차(floating error)가 발생하는 κ(k-d)의 하한 임계곡률로써, 부
동소수점 자료형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며, κmax은 emax가 허용 범위

를 초과하는 상한 임계곡률이다. 그러므로 식(1)에 따라 모서리 근

처로 판별되지 않으며, κ(k-d)가 임계 곡률을 초과하는 경우, Fig. 
3 Case (2)와 같이 P(k)와 R(k-d)의 위치 관계에 따라 점과 직선 

간의 거리를 윤곽오차로 정의하거나, 점과 점 간의 거리를 윤곽오

차로 정의한다.

3. 실험 및 고찰
3.1 실험 장치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가변 윤곽오차 모델의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PC 기반 개방형 다축 CNC 테스트베드(Fig. 6) 구동 실험을 

수행하였다. 상위 장치인 제어 PC와 서보 드라이브는 EtherCAT 
통신을 활용하며, 서보 모터에 내장된 엔코더로부터 실제 위치를 

취득한다. 활용한 연동제어 시스템은 Fig. 7과 같이 구성되었으며, 
윤곽오차 모델의 출력에 대하여 아래의 식(10)으로 표현할 수 있는 

PID 제어기를 적용함으로써 속도 지령을 보정한다. P-PI 독립축 

Fig. 5 Parametric curve to define a contour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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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기 및 연동제어기에 적용된 게인을 Table 1에 표기하였다.

(10)

독립축 제어기 게인은 속도 스텝 입력에 대한 추종오차 응답이 

오버슈트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지름이 40 mm인 원호 

궤적을 이송속도 1 m/min로 추종할 때 평균 윤곽오차가 20 mm 
미만이 되도록 설계되었다.

3.2 평가 방법
제시된 가변 윤곽오차 모델이 적용된 연동제어기의 윤곽제어성

능에 대한 평가를 위해 Fig. 8과 같은 윤곽오차 평가 모델을 구성

하였다. 평가 모델은 정확도를 위해 제시된 가변 윤곽오차 모델과 

유사하게 가변 윈도우 내의 보간점들이 이루는 곡률을 기준으로 

윤곽오차 계산 방법을 결정한다.
임의의 형상을 갖는 기준 궤적에 대한 윤곽제어성능 평가를 위해, 

Fig. 9와 같이 직선, 곡선, 모서리가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기준 궤적 

및 3 m/min의 이송속도를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모서리 

궤적을 따라 가공하는 경우에 대한 평가를 위해 (a), (b)와 같이 

곡률이 큰 영역이 존재하는 궤적을 사용하였다. 직선 형상을 가공하

는 경우에 대한 평가를 위해 (c)와 같이 직선 영역을 갖는 궤적을 

사용하였다. 또한 곡률이 상대적으로 작은 형상을 가공하는 경우에 

대한 평가를 위해 (d)와 같이 굴곡이 존재하는 궤적을 사용하였다.

3.3 구동 결과 및 윤곽제어성능 비교
테스트베드 구동 실험에 대한 윤곽오차 계산 결과를 Fig. 10에 

제시하였다. P-PI 제어기로만 구성된 독립축 제어기를 ‘Axis 
control’로 표기하였다. Erkorkmaz에 의해 제시된 기존의 윤곽오차 

모델과 본 논문에서 제시된 윤곽오차 모델이 적용된 연동제어기를 

각각 ‘Existing method’, ‘Proposed method’로 표기하였다.
기존 모델이 적용된 연동제어기는 모서리 궤적 근처에서 윤곽오

차의 방향벡터가 모서리와 떨어져 있는 최근접 보간점을 향하므로, 

Fig. 6 3-axis open CNC testbed

Fig. 7 Schematic of the multi-axis cross-coupling controller

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s
Parameters X-axis Y-axis Z-axis

Basic length unit [nm] 10 10 5
Sampling time [ms] 1

Axis controller
KP 80
Kv 80
Ti 0.01

Cross-coupling controller
CP 67.5
CI 5
CD 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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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축 제어기와 비교하여 (a), (b)에서 윤곽오차를 거의 감소시키

지 못한다. 반면, 제안된 모델이 적용된 연동제어기의 경우 윤곽오

차의 방향벡터가 모서리를 향하므로 (a), (b)에서 윤곽오차를 크게 

감소시킨다. 또한 Fig. 10(a), (b)에서 확대 표기한 바와 같이, 기존 

모델이 적용된 연동제어기와 제안된 모델이 적용된 연동제어기는 

독립축 제어기에 비해 (a), (b)와 같은 모서리 궤적을 지나친 직후

에 윤곽오차를 빠르게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곡률이 큰 임의

의 비선형 기준 궤적을 고속으로 가공하는 경우, 제안된 모델이 

적용된 연동제어기는 기존 모델이 적용된 연동제어기와 독립축 제

어기에 비하여 윤곽정확도를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리

고 직선 형상과 곡선 형상에 대해서는 Fig. 10(c), (d)에서 확대 

표기한 바와 같이, 제안된 모델이 적용된 연동제어기가 기존 모델

이 적용된 연동제어기와 동등한 수준으로 독립축 제어기에 비하여 

윤곽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존 윤곽오차 모델을 적용하는 경우, 모서리 근처에서 모서리 

보간점이 최근접 보간점으로 정의되지 않고 윤곽오차의 방향벡터

와 위치추종오차의 방향벡터가 둔각을 이루므로, 모서리 가공 시 

연동제어기 출력이 공구 선단점의 진행을 방해할 수 있으며 연동

제어기 게인이 높은 경우 기준 궤적을 크게 벗어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윤곽오차 모델을 적용하는 경우, 모서리를 지나

치기 직전 영역에서 윤곽오차의 방향벡터가 모서리 근처를 향하여 

윤곽오차의 방향벡터와 위치추종오차의 방향벡터가 항상 예각을 

이루므로 연동제어기 게인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에도 기준 궤적

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 제시된 윤곽오차 

예측 모델을 적용하는 연동제어 시스템은 기존의 연동제어기 모델

(b)

(c)

(a)

(d)

Y[mm] Y[mm]
Y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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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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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

100
5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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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omparison of actual positions obtained using different controllers for trajectories of corners (a) and (b)

Fig. 10 Comparison of contour errors obtained using different controllers for (a), (b) Corner, (c) Straight, and (d) Curved trajectories

( )R k d

( )P k

( )R k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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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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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Schematic of the verific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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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활용하는 연동제어 시스템에 비해 모서리 근처에서 안정적이며, 
필요에 따라 연동제어기 게인을 높게 조정함으로써 윤곽추종성능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준 궤적의 형상에 맞추어 가변하는 방식의 윤

곽오차 모델을 제안하였으며, PC 기반 개방형 다축 CNC 테스트

베드의 구동 실험을 수행함으로써 윤곽제어 성능을 검증하였다. 
기존 윤곽오차 모델을 적용한 연동제어 방법은 이송속도와 기준 

궤적의 형상에 따라 윤곽정확도가 낮아지는 문제가 있으며, 특히 

모서리 등 곡률이 큰 형상에 대한 윤곽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데 한

계가 있다. 제시된 가변 윤곽오차 모델을 적용한 연동제어 방법은 

이송속도에 무관하게 다양한 형상에 대해 높은 정확도로 윤곽오차

를 예측할 수 있으며, 모서리 등 곡률이 큰 궤적에 대해서도 윤곽정

확도를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실제 공구 선단점과 

보간점만을 이용하여 윤곽오차를 계산하므로, 윤곽오차 예측을 위

한 별도의 모듈을 구성할 필요 없이 기존 CNC에 용이하게 통합될 

수 있어 기존의 CNC 공작기계의 고정밀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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