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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동향 

접촉식 측정 프로브는 고유의 정확도와 정밀도, 

유연성, 다양성 측면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산업현장 및 연구기관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품질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산업현장에서는 3 차원 측정기 또는 NC 공작기계 

상에서 접촉식 측정 프로브를 이용하여 

가공제품의 정밀측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접촉식 측정 프로브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하여 측정 시 프로빙 방향에 따라 존재하는 

프리 트래블, 로빙 오차, 스타일러스 굽힘효과에 

의한 반경오차, 센터 정렬오차 및 프로브 자체 

반복정밀도 등 많은 오차가 발생한다. 특히 3 차원 

곡면 측정 시 측정점과 접촉점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프로빙 오차 등은 측정의 정확도를 

떨어뜨리고 완성된 제품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프로브 오차의 

이해 및 평가와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 및 적절한 

Key Words : Kinematic Contact Trigger Probe(접촉식 측정 프로브), Probing Mechanism(프로빙 메커니즘), 

Probing Accuracy(프로빙 정확도), Probe Calibration(프로브 교정), Lobing Error(로빙오차) 

초록: 접촉식 측정 프로브는 3 차원 좌표 측정기 및 CNC 공작기계 등에서 제품 검사에 많이 활용되고 

있고, 최근 품질 향상을 위한 가공 및 검사장비의 고정도화에 따라 측정의 정확도도 또한 매우 중요시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스트레인 게이지 등을 이용한 고정도의 측정 프로브가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산업현장에서 공작기계에 많이 활용되는 일반 접촉식 측정 

프로브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측정 시 발생할 수 있는 프로빙 오차에 대한 분석 및 보정을 통하여 그 

활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스타일러스 반경 및 중심 정렬오차가 규명되었고, 3 차원 

공간상의 측정 좌표에서 프로빙 오차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오차들을 보정하기 위한 

알고리즘이 개발되었으며, 실제 CNC 공작기계 상에서 기준구 측정을 통한 검증이 이루어졌다. 

Abstract: Kinematic contact trigger probes are widely used for feature inspection and measurement on coordinate 

measurement machines (CMMs) and computer numerically controlled (CNC) machine tools. Recently, the probing 

accuracy has become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the improvement of product quality, as the accuracy of such 

machining centers and measuring machines is increasing. Although high-accuracy probes using strain gauge can 

achieve this requirement, in this paper we study the universal economic kinematic contact probe to prove its probing 

mechanism and errors, and to try to make the best use of its performance. Stylus-ball-radius and center-alignment errors 

are proved, and the probing error mechanism on the 3D measuring coordinate is analyzed using numerical expressions. 

Macro algorithms are developed for the compensation of these errors, and actual tests and verifications are performed 

with a kinematic contact trigger probe and reference sphere on a CNC machine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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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 방법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Kunzmann(1)은 

기준구를 이용하여 프로브 오차를 평가하고 

3 차원 벡터 성분으로 표현하였고, Marek 

Balazinski(2)는 Fuzzy 결정 시스템을 이용하여 터치 

트리거 프로브의 프리 트래블을 보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Tyler Estler 등(3)은 프리 트래블 오차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프로브 로빙 오차의 기계적 

모델링에 의한 이론적 분석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내에서도 Pahk 등(4)은 프로브 좌표계를 

설정하여 프로브 오차를 측정하고 교정하는 방법이 

연구하였으며, Kim 등(5)은 공작기계 체적오차 및 

프로빙 오차를 수학적으로 해석하여 접촉식 측정 

프로브를 이용한 2 1/2 차원 온머신 측정 및 

검사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들에 의해 프로브 오차에 대한 수학적 분석이 

이루어지고, 측정 및 평가하는 방법들이 많이 

제안되었지만 그 방법이 난해하고 복잡하여 

아직까지도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접촉식 측정 

프로브를 교정하고 구조적인 오차를 보정하여 

정밀한 프로브의 기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프로브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분석을 통한 측정오차의 규명 및 유효반경 

설정, 센터 정렬오차 교정, 프로빙 오차 보상을 

수행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보상 알고리즘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하여 실제 

접촉식 측정 프로브를 사용하는 NC 공작기계에 

적용되었으며 실험을 통한 검증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오차분석이 이루어지고 보정이 

완료되어 우수한 성능을 갖추고 그 활용성이 

높아진 접촉식 측정 프로브는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는 기기상에서 

기준 홀 플레이트(HOLE PLATE ARTIFACT)를 

이용한 기하학적 오차 측정 및 평가에도 많이 

활용되고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접촉식 측정 프로브 오차분석 

2.1 프로빙 메카니즘 

접촉식 측정 프로브는 일반적으로 Fig. 1 과 같이 

스프링에 의하여 지지되는 3 개의 로드와 각 로드를 

지지하는 6 개의 볼 배열로 이루어져, 총 6 개의 

접점을 가지며, 전기적/기계적 스위칭 메커니즘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타일러스가 측정물에 접촉하였을 

때 스타일러 스 접촉력과 스프링 반력이 증가하여 

스타일러스의 굽힘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스프링 하 

 
 

(a) Force balance in a touch trigger probe 

(b) Electrical circuit through kinematics 

(c) Close-up of the contact patch between elements 
 

Fig. 1 Kinematic resistive probe and electrical switching 
mechanism 

 

중 하에서, 6 개의 접점들은 탄성 변형을 일으키며 

전류가 통하는 접촉면의 크기에 영향을 준다. 각 

접점에 인가되는 저항은 식 (1)과 같이 접촉면에 

반비례한다.  

 

R=ρ/A                               (1) 

 

측정 제품에 접촉된 스타일러스의 접촉력이 

증가하면서 프로브 메카니즘에서 생성되는 반력 

모멘트가 일부 접점 요소간에는 힘을 증가시키고 

다른 접점 요소간에는 힘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된다. 두 접점 요소간 힘이 감소하면 접촉면적이 

작아지고, 따라서 요소간 저항이 증가하게 된다. 

상호 연결된 모든 6 개의 접점 중 가장 작은 힘을 

받는 접점이 프로브 회로의 전체 저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저항이 임계점에 도달하였을 

경우 프로브에서 트리거 신호를 출력하게 되고, 

이 순간 볼과 로드는 여전히 접촉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스타일러스는 정의된 

위치에서 반복성 있는 측정이 가능하다. 

 

2.2 스타일러스 볼 반경오차 

일반적으로 터치 프로브 사양에는 스타일러스의 

공칭 볼 반경이 포함된다. 하지만 프리 트래블 

특성에 의하여 측정 시 계산되는 유효 볼 반경은 

공칭 볼 반경에 비하여 작은 수치를 갖게 된다. 

따라서 링 게이지(Ring Gauge) 또는 기준구(Datum 

Ball or Reference sphere)와 같이 정확한 크기를 알고 

있는 기준형상을 스타일러스 볼 반경 교정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측정함으로, 향후 프로브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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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에 대한 프리 트래블 량을 설정하고, 

스타일러스의 유효 볼 반경을 교정할 수 있다. 

교정을 통하여 스타일러스의 정확한 유효 볼 반경이 

확인되면, 이후에는 임의의 형상에 대한 치수 측정 

시 실제 스킵위치에서 유효반경을 가감하여 형상의 

정확한 치수를 산출한다. 

 

R� � X����	 
 X��� � �����������
�      (2) 

 

R� 는 스타일러스의 유효 볼반경(Effective stylus 

radius), X����	 은 이상적인 접촉위치, X��� 은 

스킵신호가 발생하여 정지한 위치를 나타낸다. 

 

2.3 스타일러스 중심 정렬오차 

프로브를 생크/홀더에 장착 시 프로브 스타일러스의 

중심이 스핀들 중심축에 정확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런아웃(Run-out) 문제가 발생한다. 공차범위 

이내의 작은 량의 런아웃은 무시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임의의 형상 위치를 측정 시 부정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스핀들과 공구방향에 

따른 오차의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측정 프로브의 

미세조절 나사를 이용하여 스타일러스 볼의 중심을 

기계적으로 스핀들 중심축에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Fig. 3 과 같이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는 

기준형상을 스타일러스 볼 옵셋 교정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교정함으로써 런아웃 오차에 

의한 X, Y 축 방향 옵셋을 확인할 수 있다. 교정을 

통하여 스핀들 중심에 대한 프로브의 X, Y 축 방향 

옵셋이 확인이 되면, 이후에는 임의의 형상에 대한 

공작물 좌표계 설정 시 측정된 소재의 중심에서 X, 

Y축 방향 옵셋을 보정하여 실제 중심을 산출한다. 

 

X� � �����
� 
 X���, Y� � �����

� 
 Y���      (3) 
 

X� 와  Y� 는 형상의 실제 공작물 중심위치이고 

X��� 와  Y��� 는 프로브의 런아웃 오차에 의한 

편심량이다. 

 

2.4 측정점에서의 프로빙 오차 

  접촉식 터치프로브를 이용하여 3 차원 공간상에서 

정의된 측정점 자동계측 시 스위칭 매카니즘에 

의하여 발생하는 프로빙 오차에 대하여 다루고자 

한다 .  측정하고자  하는  위치에  터치  프로브를 

접촉시키면 트리거 신호가 수신기 및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스킵 신호로 CNC 컨트롤러에 입력되고 X, Y, 

Z 의 현재위치가 CNC 컨트롤러의 시스템 변수에 

 
 

Fig. 2 Effective stylus ball radius 

 

 

 
 

Fig. 3 Stylus ball center alignment error 
 

 

저장된다. 이 과정에서 이상적인 측정 위치(Ideal 

contact position)와 스킵신호를 인식하여 시스템 

변수에 저장시킨 위치(Skip position) 사이에는 

측정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오차벡터 E���는 

식 (4)와 같이 스킵신호의 위치벡터 P��� �� 와 

이상적인 접촉점의 위치벡터 P������	 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E��� � P��� �� 
 P������	                     (4) 
 

Fig. 4 와 같이 공작기계의 3 차원 가공영역 내에 

측정 좌표계 원점 P!"X#, Y#, Z#&을 기준으로 측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데이텀 볼 반경 R 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이상적인 접촉점은 P�"X�, Y�, Z�&로 표현하며 

실제 측정이 이루어지는 위치, 즉 스킵신호의 

위치는 P�"X�, Y�, Z�& 로 표현한다. 따라서 오차벡터 

E��� 는 식 (5)과 같이 프로빙오차 E���' 와 공작기계의 

3 차원 위치오차에 기인한 체적오차 E���( 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체적오차 E���( 는 각 축 

위치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고, 프로빙 오차 E���' 는 

이송속도 F*과  ø, θ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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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 E���( , E���'                        (5) 
       E���(  �  E���("X, Y, Z& 

         E����' � E���'"F*, ø, θ& 
 

또한 오차벡터 E��� 는 식 (6)과 같이 각 축간 

위치오차의 성분으로 구성된다. 

 

 E���� � �E� E�  E-�.                      (6) 
        E� � E(� , E'� � X� 
 X� 
        E� � E(� , E'� � Y� 
 Y� 

              E- � E(- , E'- � Z� 
 Z� 
 

여기서 E(�는 X축 체적오차, E'�는 X축 프로빙오차, 

E(�는 Y 축 체적오차, E'�는 Y 축 프로빙오차, E(-는 

Z 축 체적오차, E'�는 Z 축 프로빙오차를 나타낸다. 

Fig.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공작기계의 테이블에 놓인 

기준구에 위에서 설명한 프로빙 오차와 체적오차의 

개념을 적용하면 구의 방정식에 따라 식 (7)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한다. 

 

R� � "X� 
 X#&� , "Y� 
 Y#&� , "Z� 
 Z#&�   (7) 
 

그러나 실질적인 측정값은 P��� �� 이며 원점 

P!"X#, Y#, Z#& 와 이상적인 접촉점 P�"X�, Y�, Z�& 와의 

실질적인 거리는 R+ ∆R  로써 식 (8)과 같이 

표현된다. 
 

"R , ∆R&� � "X� 
 X# , E�&� , "Y� 
 Y# , E�&� 
             ,"Z� 
 Z# , E-&�             (8) 

 

여기서, ∆R은 기준구 측정시의 반경오차이다. 식 

(6)과 식 (7)을 식 (8)에 대입하고 양변을 전개해 

2 차항 이상의 고차항을 무시하면 식 (8)의 

반경오차는 다음과 같이 체적오차와 프로빙오차의 

합으로 표현된다.  
 

 
 

Fig. 4 Probing error mechanism on Datum ball 

 

∆R � 0"�1� �2&
Ｒ

E(�＋
"�1� �2&
Ｒ

E(�＋
"-1� -2&
Ｒ

E(-3   (9) 
       ＋ 0"�1� �2&

Ｒ
E'�＋

"�1� �2&
Ｒ

 E'�＋
"-1� -2&
Ｒ

 E'-3  
 

공작기계의 테이블 상에 놓인 기준구의 크기가 

작을 경우 공작기계의 3 차원 위치오차를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식 (9)의 반경오차는 식 (10)과 

같이 프로빙 오차의 항으로만 표현될 수 있다． 

 

∆Ｒ' � 0"�1� �2&
Ｒ

E'�＋
"�1� �2&

Ｒ
 E'�＋

"-1� -2&
Ｒ

 E'-3  
(10) 

 

또한, 체적오차를 무시할 경우 Fig. 4 의 오차벡터 

E��� 는 프로빙 오차벡터 E���' 와 동일하므로 프로빙 

오차 항 E'� , E'� , E'-는 식 (11)과 같이 측정방향 

4  및 θ에 따른 반경오차로부터 직접 계산될 수 

있다. 

 

          E'� � ∆R' cos4 cos θ 
    E'� � ∆R' cos 4 sin θ     
    E'- � ∆R' sin 4                       (11) 

 

3. 오차교정 프로그램 설계 

3.1 옵셋/반경교정 매크로 알고리즘 

접촉식 측정 프로브의 스타일러스 볼에 대한 

반경교정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측정물의 

형상 치수가 정확하게 계산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스타일러스 중심이 스핀들 중심축과 

일치하지 않아 런아웃(Run out)이 생기는 경우 X 

또는 Y축 편심에 의한 측정위치 좌표가 옵셋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Fig. 5는 접촉식 프로브 길이, 

스타일러스 X/Y 옵셋, 스타일러스 볼반경 보정을 

수행하기 위한 매크로 프로그램 순서도(Flowchart)를 

나타낸다. 스타일러스 볼에 대한 런아웃(Run out) 

조정이 완료된 후 교정모드를 수행하여 정확한 

접촉식 프로브 유효길이 및 스타일러스 X/Y 옵셋과 

스타일러스 볼 반경을 보정하기 위한 매크로 변수를 

설정한다. 기준이 되는 링게이지를 이용하여 

프로브의 정확한 유효길이 및 스타일러스 옵셋과 

유효반경을 교정 매크로 변수에 설정하게 되면, 

위치와 치수를 모르는 임의의 공작물 측정 시 각 

형상에 대한 프로브의 트리거 위치에 교정 매크로 

변수에 설정된 스타일러스 옵셋과 유효반경을 

보정하여 정확한 공작물 위치와 형상 치수를 산출할 

수 있다. 



  

 

 

Fig. 5 

 

Fig. 6 Probe error calibration using normal vector 
approach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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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레니쇼 사의 OMP40 

프로브를 사용하였다. 광학식 OMP40 프로브는 

1um 이하의 자체 반복정밀도 오차를 가진다. 

 

4.2 유효반경에 따른 오차 

일반적인 3개의 볼과 6개의 로드로 구성된 

접촉식 측정 프로브의 경우 트리거 방향에 따른 

스타일러스 볼의 유효반경이 불규칙하여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원을 측정 시 Fig. 8의 

(a) 플롯과 같이 최대 15um의 측정오차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접촉식 

측정 프로브의 측정 각도에 따른 반경 오차에 

대하여 3장에서 제시한 유효반경 보상 알고리즘이 

반영된 매크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보정한 결과 

측정 방향에 관계없이 Fig. 8의 (b) 플롯과 같이 최대 

3um의 오차범위 이내에서 측정이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유효반경 오차는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상대적으로 큰 측정오차를 

가질 수 있지만 매우 정량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오차이 기 때문에 적절한 교정이 이루어 질 경우 본 

실험 결과와 같이 매우 우수한 성능을 갖춘 접촉식 

측정 프로브로 활용이 가능하다. 

 

4.3 프로빙 오차 및 로빙오차 보상결과 

유효반경 오차 보정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기준 

구  측정  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오차는 

프로빙  오차와  로빙오차로  구분할  수  있다 . 

정확한 측정을 위하여 3장에서 서술한 식 (13)을 

이용하여 XY평면상에서 Z축이 이루는 각(4) 30도, 

X축으로부터의  각(θ) 18도의  일정한  간격으로 

기준구 상의 측정위치를 계산하였고, Fig. 9와 같이 

MATLAB을  이 용 하 여  구 면  좌 표 계 를  직 각 

좌표계로 변환하였다. 또한 식 (14)를 이용하여 

법선 방향의 측정 접근위치를 생성하였으며, Fig. 
 

 
Fig. 8 Effective radius error compensation 

10은 구면상의 각 측정위치 " 4, θ, R>& 에서 발생한 

프로빙 오차를 3차원 벡터성분으로 표시한 결과이다. 

구면상에 표시된 오차성분을 좀더 상세히 표현하기 

위하여 Fig. 11과 같이 프로브 운동방향 평면 

직교좌표 " 4, θ& 상에서 반경방향 편차를 표시하였다. 
 

 
 

Fig. 9 Spherical coordinates plot for probing positions on 
datum ball 

 

 
 

Fig.10 Three dimensional probing error map 

 

 

Fig. 11 Radial deviation plot of probing err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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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a) 같이 측정 방향에 따른 반경교정 및 

프로빙 오차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 14um의 오차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3장에서 

제시한 반경교정 알고리즘을 통하여 로빙 오차를 

보상하였고, 3차원 공간상에 위치한 임의의 측정 

좌표에서 이상적인 측정 점과 스타일러스 접촉점이 

상이하여 발생하는 프로빙 오차의 경우는 회피 

알고리즘을 적용한 매크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보정한 결과, Fig. 11(b)와 같이 측정 각도에 

관계없이 전체 4um의 오차범위 이내에서 측정이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산업현장에서 많이 활용되는 

접촉식 측정 프로브의 오차를 분석하고 보정하는 

방법을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프로빙 메커니즘에 대하여 이해하고 

스타일러스 볼의 반경오차 및 3 차원 공간상의 

측정 좌표에서의 프로빙 오차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 졌다. 

(2) 반경오차 교정 알고리즘과 프로빙 오차 

회피 알고리즘을 설계하여 이를 구현할 수 있는 

매크로 프로그램이 작성되었으며 분석된 오차에 

대한 교정이 이루어졌다. 

(3) 프로브 오차 교정을 위한 실험을 통하여 

유효 반경에 따른 오차를 평가하고 보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프로빙 오차 및 로빙 오차에 대한 

평가 및 보정도 이루어졌다. 

(4) 본 연구를 통하여 매우 경제적이고, 그 

기능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산업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접촉식 측정 프로브에 대하여 측정 정확도를 

높이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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