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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학적 오차를 고려한 서보 게인 불일치 보정: 시뮬레이션
Compensation of Servo Gain Mismatch excluding Geometric Error: Part I. Simulation

*박성령1, 권성환1, #양승한1

*S. R. PARK1, S. H. KWEON1, #S. H. YANG(syang@knu.ac.kr)1

1경북대학교 기계공학부

Key words : Servo gain mismatch, Geometric error, Compensation, Simulation

Command Path

Dynamic Error Influenced Path

Real Path due to the Presence of Geometric Error
in the Dynamically Influenced Path

Fig. 1 Influence of geometric and dynamic errors on circular path

Non-linear Least Squares

Estimation 
of mx, φx, my, and φy

Circular Interpolation

Dynamic Test  
@ SIMULINK

( )x xx(t) = R - m  cos ωt + φ

( )y yy(t) = m  cos ωt + φ

Compensation

Error Synthesis Model for a 5-axis Machine Tool

Ball-bar DataBall-bar Equation

Fig. 3 Flow chart of simulation and compensation algorithm

1
τs + 1

1
s

pkX Y

Fig. 2 Single driving axis

1. 서론

고정도 고품위 가공물의 수요 증가에 의해 이를 가공하는 

공작기계 또한 고성능이 요구된다. 현재 공작기계 산업에 있어 

많은 발전이 있어왔지만 여전히 각종 오차들이 발생한다. 이러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 하드웨어적인 방법도 있지만 기술의 한계로 

인해 기하학적 오차의 경우 오차를 측정하여 소프트웨어적으로 

보정하는 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보 게인 

불일치와 같이 오차의 원인 자체가 하드웨어가 아닌 제어부에서 

발생하는 오차 요소도 있다. 단일 이송 구동축에 대해 최적의 

제어 시스템을 구성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구동축을 2축만 구성하

더라도 서보 게인의 불일치에 의해 오차 요소로 발생한다. 이렇듯 

서보 게인 불일치로 인한 오차의 보정은 고성능의 공작기계를 

구현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서보 게인 불일치에 의해 

발생하는 오차는 두 직선 구동축의 경우 원호의 입력에 대해 

45도 방향으로 기울어진 타원 형태로 발생하며 불일치 정도가 

커짐에 따라 원이 타원 모양으로 가까워진다1. 볼바(Ball-bar 
System)는 이러한 서보 게인 불일치를 측정 할 수 있는 시스템 

중 하나이다. 
하지만 볼바를 이용한 기존의 연구2~3는 볼바 데이터로부터 

기하학적 오차를 정확히 분리하지 못한다. 기하학적 오차에 대한 

분리 없이 서보 게인 불일치 오차를 보정하게 되면 기하학적 

오차에 의한 영향까지 보정하게 되므로 기하학적 오차에 대한 

보정을 수행하게 되면 중복으로 보정을 하게 되어 최종적으로 

공작기계에 있어 오차로 남게 된다. 그러므로 볼바를 이용한 

서보 게인 불일치 정도를 측정 할 때 기하학적 오차에 대한 

영향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두 직선 구동축에 

대한 서보 게인 불일치에 대한 보정을 목적으로 두고 그 가능성을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기하학적 오차를 

이용한 오차합성모델은 선행 연구 내용을 적용하였다4~5. 두 직선 

구동축을 이용하여 생성한 원호 경로를 볼바로 측정한 후 기하학

적 오차를 분리하고 서보 게인 불일치에 대한 정도를 추정하고 

이를 보정하는 알고리즘을 제시하였다. 

2. 서보 게인 불일치 보정 원리 및 알고리즘

공작기계에서 준정적 오차의 하나인 기하학적 오차에 대한 

수학적 모델은 오차합성모델을 이용한다. 이 모델을 이용하면 

각 구동축에 입력을 줄 때 공구의 이상적인 위치 및 자세를 

기준으로 한 기하학적 오차 정보를 준다. 본 논문은 서보 게인 

불일치에 대한 보정에 더 큰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오차합성모델

에 대한 전개 방법 및 각 오차의 측정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는다. 
또한 오차합성모델4~5은 완전히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전개하겠

다. 
Fig. 1에서 가는 실선은 두 직선 구동축에 대한 입력 값으로 

원호 경로를 나타낸다. 또한 점선은 입력에 대해 동적 영향만 

고려한 경로이고 굵은 실선은 이 경로(점선)에 대한 기하학적 

오차의 영향을 고려한 경로이다. 여기서 볼바에 의한 측정 데이터

는 굵은 실선의 경로를 따라 움직이면서 생기는 편차 값이다. 
이렇듯 볼바 데이터에는 서보 게인 불일치에 의한 영향뿐 아니라 

기하학적 오차에 의한 영향도 포함된다. 즉 서보 게인 불일치에 

대한 평가는 점선으로 거동할 때 생기는 편차를 이용해야 한다. 
각 직선 구동축에 정현파 형태로 입력을 주게 되면, 과도응답상

태를 제외하면 입력 정현파에 대하여 크기 및 위상차가 생기면서 

출력으로 나타난다. 식 (1)은 각 직선 구동축에 대한 입력을 

나타내고 식 (2)는 출력에 대하여 과도응답상태를 제외한 형태가 

된다. 
cos         (1)
sin
 cos          (2)
sin 

여기서,  : 원호 경로(입력)의 원 반지름, 
 : 원호 경로(입력)의 각속도, 
  : 출력에 대한 정현파의 크기(Amplitude),
 : 출력에 대한 위상차(Phase shif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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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imulation of ball-bar data after compensation of servo gain 
mism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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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imulation of ball-bar data before compensation considering 
dynamic and geometric effects

앞서 언급했듯이 식 (2)는 Fig. 1에서 점선의 경로를 나타낸다. 
식 (2)를 오차합성모델에 적용한 후 위치와 관련된 정보만을 

고려하면 Fig. 1에서의 굵은 실선이 된다. 이렇게 구한 실제 경로

(굵은 실선)에 대한 수식을 보면, 한 구동축에 대하여 크기 및 

위상차( , )가 모르는 변수로 두 구동축을 고려하면 각각 두 

개씩 총 네 개의 변수가 존재한다. 이 식을 벡터 크기로 변환(볼바 

데이터)한 후 비선형 최소자승법으로 해를 구하면 기하학적 오차

에 대한 영향을 볼바 데이터에서 분리하고 각 구동축에 대한 

출력(크기 및 위상차)을 추정하게 된다. 여기서 각 구동축의 

제어루프를 Fig. 2와 같이 가정한 후 정현파 입력에 대한 출력으로 

그 크기와 위상각을 계산한 후 비선형 최소자승법으로 추정한 

값(크기 및 위상차)과 비교하면 식 (3)과 같다. 

 sin


          (3)

  

 sin


tan
 

서보 게인 불일치를 보정한다는 것은 타원으로 생성된 경로를 

원의 형태로 출력되는 것이다. 이렇듯 원 형태로 출력되게 하기 

위해서 두 구동축의 출력으로 생기는 위상차를 같게 두고 게인을 

계산하게 되면 보정하기 위한 구동축의 게인값을 추정하게 된다. 
게인 값의 보정을 위하여 각 구동축에 대하여 임의의 게인 값으로 

튜닝이 가능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x 구동축의 게인 값을 기준으

로 y 구동축의 게인을 튜닝하였으며 식 (4)와 같다.

′   
 sin

 cos
sin
 cos        (4)

3. 서보 게인 불일치 시뮬레이션

본 논문에서는 오차합성모델을 생성하기 위하여 테이블 틸팅 

형태의 5축 공작기계를 이용하였다. 기하학적 오차는 실제 측정 

데이터의 형태를 기반으로 생성하여 오차합성모델에 적용하였

다. 오차합성모델에 각 구동축의 이송 위치를 입력으로 주게 

되면 테이블을 기준으로 한 공구 끝단의 실제 위치를 알게 된다. 
본 논문에서의 시뮬레이션은 Fig. 3에서와 같은 순서로 상용 

프로그램인 MATLAB을 이용하였다. 먼저 식 (1)에서처럼 원호 

보간에 필요한 각 변수(반지름 100 mm 및 각속도 0.5 rad/sec)를 

설정한 후 MATLAB SIMULINK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데이터를 오차합성모델에 적용하면 각 구동축에 

대한 기하학적 오차 및 동적 영향을 고려한 원호 경로가 생성된다. 
Fig. 4는 원호 경로 및 서보 게인 불일치에 의한 경로를 나타낸다. 
여기서 원호 경로에 대한 정보는 벡터 형식으로 볼바 데이터를 

얻기 위하여 벡터의 크기로 변환하였다. 2장에서 설명한 방법을 

이용하면 식 (3)과 같이 게인 값이 추정되고 식 (4)의 보정 값을 

이용하여 앞서 SIMULINK에서 시뮬레이션한 모델에 적용하게 

되면 Fig. 5와 같이 나타난다. Fig. 5에서 볼 수 있듯이 실선은 

기하학적 오차를 제거한 후 y 구동축의 게인을 보정하여 얻은 

경로이고 점선은 이 경로(실선)에 대한 기하학적 오차에 의해 

생성된 경로이다. 
 

4. 결론

본 연구는 두 직선 구동축에 대하여 볼바를 이용한 측정 방법을 

이용하여 서보 게인 불일치에 대한 보정 방법을 시뮬레이션으로 

검증하였다. 먼저 동적 영향을 기술하기 위해 MATLAB 
SIMULINK에서 원호 보간에 대하여 시뮬레이션을 하였다. 또한 

기하학적 오차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틸팅 형태의 

5축 공작기계에 대한 오차합성모델을 생성한 후 동적 영향에 

의해 생성된 경로를 적용하였다. 직선 구동축은 1차 시스템으로 

가정하여 게인 값을 추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각 구동축의 게인 

값을 계산하여 보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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