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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Dental CAD/CAM 에서 인공치관의 취득 

과정(Fig.1)은 모델링을 바탕으로 스캐닝, 

디자인, 가공, 소결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CAD/CAM(computer aided design/computer aided 

manufacturing) 시스템과정에서 각 단계의 

오차문제는 완성된 인공치관이 지대치에 

적합하게 맞물리지 않는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산업계 가공기술의 괄목할 만한 발달과 더불어 

치과 영역에서도 기계절삭 가공은 완성된 

인공치관의 정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그 중 치과용 5 축 밀링머신은 

기존의 3 축 공작기계보다 효율적인 

공구자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공작물의 

가공 정밀도를 높일 수 있지만 반면에, 동시 

제어되는 축 수의 증가로 전체적인 구동 

정확도는 나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따라서 치과용 5 축 밀링머신의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는 오차를 측정하고 calibration 하기 

위하여 DBB(double ball bar)시스템을 도입한 

정밀도 검증을 해보고자 한다. 

 

 

Fig. 1 Dental CAD/CAM process 

 

2. DBB(double ball bar)시스템 
 

이 논문에서 제안한 치과용 5 축 

밀링머신의 정밀도 검증에 필요한 

DBB 시스템은 미국 LLNL(Lowre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의 James Brayan 에 의해 

1970 년대 최초로 개발 되었으며 공작기계나 

CMM 의 정밀도를 측정하는 중요한 도구로 

자리잡았다. 주요구성으로 두 개의 정밀한 

마스터 볼 사이에 LVDT(Linear Variable 

Differential Transformer)가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길이측정은 ± 1mm 이상까지 

측정가능하며 0.05 ㎛의 매우 높은 정확도를 

제공한다. DBB 시스템의 한 쪽 끝 볼 바는 

스핀들과 연결되어 있고 다른 한 쪽 끝은 

공작물이 가공되는 작업 테이블 위에 장착된다. 

스핀들의 실제 이동 경로와 각 축에 대한 반경 

오차가 측정되고 pc 에 의해 기록되어진다. 

밀링머신 자체의 정밀도에 영향을 주는 준정적 

오차(Quasi-static error)중 기하학적 오차를 측정 

및 평가하기 위하여 DBB 시스템을 활용하여 

5 축 calibration 에 검증을 실시하게 된다.[1] 

DBB 시스템에 대한 측정기구로서 ISO 230-

1 에, 시험조건과 평가변수 항목들은 ISO 230-

4 에 표준규격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DBB 시스템의 상용품으로 최근 

Renishaw 사에서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한 

QC20 모델이 출시(fig.2)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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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 QC20 ball bar system produced by Renishaw 

company 

 

3. 치과용 밀링머신의 캘리브레이션 방법 
 

상용화 되어있는 치과용 밀링머신의 

캘리브레이션 방법으로 측정된 

인공구조물(Measured sphere)을 이용한 스핀들 

정밀도 검증 방법(fig.3)이 있다.[2] 측정된 

인공구조물을 작업테이블에 장착 후 

탐침(probe)이 설치된 스핀들의 이송에 따른 

정밀도 검증을 하게 되는데, 하나의 

인공구조물의 위치와 반경(diameter)을 

측정함으로써 work offset 을 보상하는 방법과 

세개의 인공구조물을 이용한 스핀들의 

이송경로(x, y, z, a, b 축)의 정밀도를 검증하는 

방법이 소개되어 있다.(SIEMENS-SINUMERIK) 

또 하나의 캘리브레이션 방법으로 

작업테이블에 전극이 흐르는 calibration rod 를 

장착 후 스핀들의 이송경로의 정밀도를 

검증하는 방법(fig.4)이 소개되어 있다.[3]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탐침이 장착된 

스핀들이 Rod 를 따라 이송된 결과를 통해 

각축(x,y,z 축)에 따른 보상방법이 

이루어진다.(Roland - JWX-10, MDX-40) 

Fig.3 Measuring three spheres 

 

Fig.4 Calibration rod process 

 

4. 실험 방법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치과용 5 축 

밀링머신의 calibration 방법에는 여러 종류의 

검증 방법이 있지만 확립되어 있는 검증방법은 

없다. 대표적으로 위에 소개된 탐침과 측정된 

인공구조물(Measured sphere)을 이용한 5 축 

정밀도 검증 방법과 calibration rod 에 전극을 

이용한 정밀도 검증방법이 소개되어 있다. 이 

논문에서는 대표적인 두 방법의 정밀도 검증 

방법과 산업용에서 사용되는 DBB 시스템을 

이용한 5 축 정밀도 검증을 비교 분석할 

계획이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DBB 시스템을 이용한 

치과용 5 축 밀링머신에서의 캘리브레이션 

정밀도 검증과 동시에 현재 사용중인 치과용  

5 축 밀링머신의 캘리브레이션 방법과 정밀도 

비교분석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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