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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레이저 가공이 많은 기계 가공 영역을 대체해 가고 있는 

상황이며 다양한 기술 개발로 적용 영역이 다변화하고 있다[1,2]. 예
컨대, 금속재료의 열처리, 절단, 용접이나 조각(engraving) 등 전

통분야는 물론 세라믹 재료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자를 포함

한 대부분의 비금속 재료의 가공에도 폭 넓게 활용되고 있다[2,3]. 
레이저 가공기의 경우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고속화, 고정밀화, 소형

화를 통한 성능 향상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고속과 

급격한 가감속을 수반한 이송은 필연적으로 이송계 및 주변장치에 

진동을 발생시키게 된다. 이송계가 유발하는 이 같은 진동을 억제

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으나 입력성형기법(input 
shaping method)은 추가적인 하드웨어 없이 구현할 수 있어 편의

성과 유용성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4,5].
입력성형기법은 위치결정장치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사용 되어 

왔으며 크레인 등 저주파, 저감쇠 특성을 보이는 시스템에 특히 

효과적으로 적용되어 왔고 실제 산업용 크레인에 대한 응용이 활발하

며, 비선형성을 고려하거나 되먹임제어와 같이 활용하는 등의 복합

기술로 확대되어 왔다[4,6-9]. 생산 설비에 활용되는 이송계에 대해서

도 폭넓게 적용되어 왔으며 모션제어기를 활용한 속도프로파일 성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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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이 과도진동 억제에 매우 유용함이 다양한 방식으로 확인되었다
[10-12]. 근래에는 예측 가능한 초기진동을 고려하거나 강제진동을 

억제하는 경우로도 응용 범위가 확대되어왔다[13-15].
이상 언급한 바와 같이 입력성형기법이 다양하게 활용되어 왔음에

도 불구하고 공작기계에 적용된 사례는 많지 않다. 공작기계의 경우 

대체로 이송계의 감쇠가 비교적 큰 경우가 많아 입력성형기법의 

효율이 높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공작기계에 입력성

형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발표된 연구가 있었으나 시뮬레이션에 

국한하였다[16]. 공작기계에 입력성형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절

한 궤도생성이 중요하다. 다축 이송을 하는 과정에서의 급격한 운동

은 가속도 변화와 진동발생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술이 필요하다. Singhose와 Singer는 2축 이송계의 입력성형

에 의한 궤적오차 개선효과에 대한 연구를 하였으나 시간지연에 

의한 궤도오차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17]. Peláez 등은 입력성

형 시 궤적오차를 저감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나 원호운동만을 고려

함으로서 실제적인 조건에서 적용하기에는 제한적이다[18]. 한편, 
Altintas와 Khoshdarreg은 위치명령에 입력성형을 하고 오차를 추

정하여 앞먹임제어 방식으로 보상하는 방식을 제안하였고, Zhao 
등은 기준입력을 수정하여 입력성형에 의한 오차를 줄이는 방법을 

제안하는 등 오차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19-20].

최근 원호보간을 포함한 복합적인 궤도에 대해 입력성형기법을 

적용할 때 궤도오차를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결과가 발표되

었다[21]. 이 논문에서는 이송계의 2 축을 동시 이송하면서 개별 축

에 입력성형을 적용할 경우 동기화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

이고, 오차를 줄이기 위해 기준입력을 조정하는 간편한 방식으로 

궤도오차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실제 문제에서 빈

번히 나타나는 2축 이송계의 이방성 문제는 고려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CNC 레이저 가공기에 입력성형기법을 적용하여 

가공 정밀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레이저 

가공기의 2축 이송계를 모델링하고 입력성형 시 발생할 수 있는 

궤도오차를 분석하여 속도 프로파일을 생성하였다. 마킹공정에서 

전형적으로 활용되는 직선 및 원호 마킹공정에 개발된 기술을 적

용하였으며 가공 정밀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2. 시스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2.1 시스템 모델링

Fig. 1은 본 연구에 사용된 CNC 레이저 가공기에 장착되어 공

작물 이송을 하는 2축 이송계(XY 스테이지)와 이 같은 이송계를 

모델링하기 위해 이상화한 개념도를 보여주고 있다[22]. 그림과 같

이 2개의 축을 적층하여 2축 이송계를 구성하는 경우 각 축별로 

서로 다른 질량을 갖게 된다.  Fig. 1의 경우, Y축 이송계가 X축 

위에 놓임에 따라 X축방향이 더 큰 질량을 갖게 된다. 질량뿐만 

아니라 축 별 강성의 경우도 구조적인 특성 및 모터 강성 등에 따라 

축 간 차이가 발생하게 되며, 결국 각 축 별로 서로 다른 고유진동

수를 갖는 이방성을 보이게 된다.
Fig. 2는 이 같이 질량과 강성이 상이한 2축 이송계의 동적 모델

을 보여주고 있다. 2개의 축은 서로 독립적으로 구동되며 교호작용

(cross-coupling effect)이 없다고 가정하여 서로 독립된 1자유도 

진동계로 모델링하였다. 
강체인 이송체의 질량이 운동 방향별로 각각 mx, my이고 두 방

향의 강성과 감쇠를 각각 kx, ky 그리고 cx, cy로 두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1)

(a) 2-axis stage of CNC laser processing machine

(b) Conceptual model of the 2-axis stage
Fig. 1 2-axis positioning stage 

Fig. 2 Vibration system model for the 2-axis stag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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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고유진동수와 감쇠비를 정의하여 다시 쓰면 다음과 같다.

 
 

   
 

  (3)

 
 

   
 

  (4)

여기서 x, y는 각 방향의 위치명령을, u, v는 이에 대응되는 이송

체의 변위를 의미한다. 또한, ωnx, ωny은 x, y축의 고유진동수로서 

각각  ,  로 정의된다. 또한, ζx, ζy는 해당모드의 

감쇠비로서 각각 cx/(2mxωnx), cy/(2myωny)로 정의된다. 시뮬레이션

에서는 식(3), (4)가 활용된다.

2.2 직선마킹 공정에서의 입력성형기법 적용
먼저, 직선마킹 공정에서의 입력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

다. Fig. 1에서 보여주고 있는 2축 이송계에 대한 고유진동수의 

측정을 위해 XY 스테이지의 측면에 가속도 센서를 설치하고 급속 

이송시킨 후 정지시켜 얻어지는 신호를 이용하였다. FFT를 통해 

고유진동수를 확인한 결과 X축방향과 Y축방향 고유진동수는 각각 

5Hz, 5.9Hz로 나타났다. 고유진동수가 5Hz 전후로 비교적 낮게 

나타난 이유는 레이저 가공기가 정반 위에 설치되어 전체 구조물과 

동특성이 연동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감쇠는 조건에 따라 

다소 변동되고 있고 크지 않아 고려하지 않았다. 시뮬레이션은 3장에

서 설명하는 실험과 동일한 조건을 부여하고 진행하였다. 세부적인 

조건은 Table 1과 같다. 이송속도는 레이저 장비가 가지고 있는 

허용 가속도와 시편의 크기, 입력성형기법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X축 30 mm/s, Y축 10 mm/s로, 가감속시간은 0.05s로 두었다. 
이 경우 대각선 방향 이송거리는 15.81 mm이다.

Fig. 3은 직선마킹을 위해 생성한 입력성형기법 적용 전×후의 

속도 프로파일을 나타낸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입력성형을 

적용하지 않은 기준입력의 속도프로파일은 한번에 가속-등속-감속

의 사다리꼴 형태를 갖는 반면에 입력성형기법이 적용된 속도프로

파일은 진동 상쇄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가속, 감속 구간에서 여러 

단계로 나누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준입력과 입력성형기법

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X, Y방향이 이방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양방향에 대해 2개의 고유진동수를 모두 고려한 입력성형을 하였

다. 입력성형을 위해 최소임펄스 방식의 다모드 입력성형기를 사

Table 1 Simulation condition for line cutting
Parameter Unit X-axis Y-axis 

Natural frequency Hz 5.0 5.9
Distance mm 15 5

Maximum velocity mm/s 30 10
Accel./Decel. time s 0.05

Fig. 3 Comparison of unshaped and shaped velocity profiles for 
linear marking process

Fig. 4 Comparison of the reference track and the tracks shaped 
by ZV and multi-mode shapers for linear marking 
process

Fig. 5 Comparison of the reference track and the tracks shaped 
by ZV for different sets of natural frequencies in the 
linear mark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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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다[23]. Fig. 4는 입력성형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와 적용한 

경우의 궤도(track)를 나타낸다. 비교를 위해 X, Y방향에 대해 개

별적으로 단일모드 ZV 입력성형을 한 경우를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다. 다모드 입력성형을 적용하면 궤도오차는 발생하지 않지만 

단일 모드 ZV 입력성형기를 사용할 경우 오차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Fig. 5는 두 방향의 이방성이 커질 때 단일모드 

입력성형에 따른 궤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두 방향의 고유진

동수 차이, 즉 이방성이 커지면 개별적인 단일모드 ZV 입력성형에 

의한 궤도오차가 비례적으로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방성이 있는 경우 다모드 입력성형기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을 확인할 수 있다. 

2.3 직선×원호 복합 마킹공정에서의 입력성형
여기서는 실용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코너마킹공정을 취급하였

다. 이 시뮬레이션도 실험에 적용된 조건과 동일한 조건이 적용되

었고 세부적인 조건은 Table 2와 같다. 전 예제와 마찬가지로 최소 

임펄스형 다모드 입력성형기를 적용하였고 직선과 원호가 복합적

으로 포함된 코너링 공정이다[23]. 원호구간에서의 급격한 속도변화

를 줄이기 위해 원호구간 진입 전 감속을 하는 방식으로 속도 프로

파일을 구성하였다.
Fig. 6에 원호보간 진입속도를 40% 감소시킨 경우의 기준 속도 

프로파일과 이에 대해 입력성형기법을 적용한 속도 프로파일을 나

타낸다. 이같이 수정된 속도 프로파일을 사용하면 잔류진동을 제

거할 수 있지만 입력성형에 의한 시간지연 효과로 원호구간에서 

기준 궤도를 이탈하게 된다[21]. Fig. 7은 기준궤도와 입력성형에 

의해 수정된 궤도를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다. 직선구간에서의 오

차는 거의 없고, 원호구간에서도 매우 작은 오차를 보이는데, 오차

율은 약 1.031%이다. 여기서 오차율은 기준 원호와 입력성형된 

원호궤도에 의해 형성되는 면적 오차를 기준 원호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하였다. 입력성형을 통해 발생된 궤도오차가 미미하여 

추가적인 오차보상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실 험
3.1 실험장치

입력성형을 통해 레이저 가공기의 가공 정밀도 개선효과를 확인

하기 위해 Fig. 8에 보여주고 있는 CNC레이저 장비를 사용하였

Table 2 Simulation condition for combined linear and circular 
cutting

Parameter Unit X-axis Y-axis
Natural frequency Hz 5.0 5.9

Linear interpolation distance mm 10
Circular interpolation radius mm 5

Accel./Decel. time s 0.05
Velocity reduction

(% of maximum velocity) % 40

Maximum velocity mm/s 30

Fig. 6 Comparison of unshaped and shaped velocity profiles for 
combined linear and circular marking process

Fig. 7 Comparison of the reference track and shaped track for 
combined linear and circular marking process

Fig. 8 Experimental system: laser processing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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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CNC 레이저 가공기는 3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작물을 

이송하기 위한 X, Y축과 레이저를 부착하고 상하 이동을 할 수 

있는 Z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송장치는 STEP 모터와 볼스크류

로 구성되어 있다. 모션제어기는 PMAC Clipper 를 사용하였으

며, 위치, 속도,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명령을 

입력하게 된다. 설치된 상태의 고유진동수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

이 X축 5Hz, Y축 5.9Hz의 서로 다른 이방성을 갖는다. 절단을 

위해 사용된 레이저는 출력 20W급의 IPG사 IR nanosecond 레이

저가 사용되었고 20x의 집속렌즈를 사용하여 30 um의 spot사이

즈의 집속빔을 출력하여 가공에 사용하였다. 가공시편으로는 KP4
를 사용하였으며 높은 경도를 가지는 저탄소강으로, 내마모성과 

가공성이 뛰어나 주로 플라스틱 사출 금형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

다. 금형 가공 후 제품 측면에 품명, 품번, 제조날짜 등에 대한 마킹 

공정을 고려해 대상 시편으로 선정하였다. 레이저 장비의 진동을 

측정하기 위해 X, Y축 스테이지 측면에 각각 가속도 센서를 부착

하여 모니터링 하였다. 레이저 가공 후 공작물의 레이저 가공 궤적

을 측정하기 위해 Dino-Edge(Dino) 광학현미경을 사용하였다.

3.2 직선마킹 실험 결과
Fig. 9는 직선마킹 실험의 가공 궤적을 치수와 함께 보여주고 

있다. 입력성형기를 적용한 조건과 적용하지 않은 조건으로 2축 

Stage를 이송시키며 마킹했을 때 마킹상태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실험하였으며 이를 통해 진동제거에 의한 마킹정밀도 개선 효과를 

분석하였다. 실험조건은 Table 1의 시뮬레이션 조건과 동일하게 

진행하였다. 
Fig. 10은 현미경으로 측정된 레이저 가공 궤적 결과를 나타낸

다. 입력성형이 적용된 경우와 적용되지 않은 경우를 비교해서 보

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입력성형을 하지 않은 

경우 이송에 의해 유발된 진동이 가공 시점과 종점 부근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입력성형을 적용한 경우 전체Fig. 10 Comparison of making lines by unshaped and shaped 
commands on linear marking

Fig. 9 Linear marking process
Fig. 11 Combined linear and circular marking process

Fig. 12 Comparison of cutting lines by unshaped and shaped 
commands on combined linear and circular mark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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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마킹 폭이 잘 유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3 직선×원호 복합 마킹 실험 결과
Fig. 11에 직선구간과 원호구간을 포함하는 코너 마킹 공정을 

치수와 함께 나타내었다. 실험조건은 앞선 시뮬레이션에서 고려한 

Table 2와 같다. 먼저 X축으로 10 mm 이송한 후, X, Y축 동시에 

원호보간 이송, 마지막으로 Y축 방향으로 10 mm 이송한 후 정지

하게 된다. 
Fig. 12는 코너 마킹 공정에 대해 현미경으로 측정된 가공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송이 시작되는 부분인 A, B 구간에서는 입력성형

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비교적 가공오차가 크지 않게 나타나는 데, 
이는 X축만의 동작으로 X축방향의 진동만이 발생하여 마킹 진행방

향과 같은 방향으로 진동이 발생하여 마킹선에 진동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원호구간과 Y축 이송이 주로 이루

어지는 C, D 구간의 경우에는 진동에 의해 마킹선의 오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반면 입력성형을 적용한 경우 전 구간에 

걸쳐 안정적인 마킹선이 확보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CNC 레이저 가공기에 입력성형을 적용하여 가

공 정밀도를 개선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실험적으로 그 효과를 

확인하였다. 직선마킹공정과 직선 및 원호구간이 복합적으로 구성

된 코너마킹공정에 제안된 방법을 적용하였다. 제안된 방법 적용 

전후의 마킹선을 비교 평가하였다. 시뮬레이션 및 실험을 통해 다

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제안된 입력성형을 통해 CNC 레이저 가공기의 직선 및 복합 

가공공정에서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2) 시뮬레이션을 통해 보인 바와 같이 궤도오차에 대한 정량적 

분석이 가능하므로 기준 프로파일 수정과 사전 분석을 통해 오차

를 개선할 수 있다. 
3) 이방성이 있는 2 축 이송계에 대해 1개의 고유진동수에 대한 

입력성형기를 사용할 경우 궤도오차를 유발하므로 2 방향의 고유

진동수를 모두 반영한 2 모드 입력성형기를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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