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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와 변위 센서를 이용한 스테이지 캘리브레이션 방법
Stage Calibration Method using camera and displacement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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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전자빔을 이용한 피니싱 공정을 위해 공정 연구

용 5축 Stage를 제작 후 Stage의 X, Y, Z 축에 대한 

위치 오차 값을 측정하고 2D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치 오차를 측정하고 보정 테이블을 작성하여 

Stage의 Calibration을 하였다.
본 연구는 카메라와 변위센서를 이용하여 Stage 

Calibration 방법에 대한 것으로 기준 글라스 상의 

임의의 좌표를 설정하고 상기 기준 글라스를 이동 

시켜 임의의 좌표에 대한 Stage의 좌표 값의 차이를 

확인하여 Stage를 Calibration 하는 방법을 연구한 

것이다.

2. Stage 제작

가공 대상물은 금형, 인공 관절, 난삭제로 설정하

여 가공 대상물의 특성에 적합한 구동 범위 및 

특성,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Figure 1.과 같이 연구 

장비용 Stage를 설계 제작 하였다.
Stage의 구조는 5축으로 아래부터 Z축, Y축, X축, 

Tilt축, Theta축으로 구성하여 각 축의 이동범위는 

Z축 : 50㎜, Y축 : 390㎜, X축 : 400㎜로 설계/제작 

하였다.

Figure 1. 5Axis Stage

3. 기준 글라스의 제작

기준 글라스는 Figure 2.와 같이 520X420X4.8㎜t 
의 크기에 10㎜ 간격으로 0.05㎜의 원형 Mark와 

Mark 주변 4 곳에 0.03㎜의 원형 Mark 4개를 배치하

여 카메라로 글라스의 정확한 위치를 측정 할 수 

있도록 제작 하였다.

4. Stage Jig System 제작

Stage Jig System은 Figure 2.와 같이 석정반으로 

된 Gentry 구조로 설계/제작 하였다. Gentry에는 

Z축과 위치 측정용 카메라, 변위센서를 장착하여 

Stage 상의 기준 글라스의 위치를 측정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변위 센서는 카메라의 W.D. 를 정확히 유지 

시켜 측정 오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Figure 2. Stage Jig System
위치 측정 방법은 카메라로 기준 글라스의 원형 

Mark의 중심점 좌표를 찾아 글라스의 기준 좌표와 

Stage의 좌표의 차이를 확인하여 Stage의 위치 오차

를 측정하여 각 축의 위치 오차를 측정 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Stage 위치 오차 측정

X, Y 축은 50㎜ 간격으로 위치 오차를 측정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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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X, Y 축의 평탄도 보정을 Z 축을 이용하여 

보정하였고 위치 오차를 측정한 결과는 Figure 3.와 

같다.

Figure 3. 보정 전 Stage 위치 

오차 측정 

상기 위치 오차 측정 Data를 통하여 보정 Table을 

작성하여 Stage 제어기에 입력하고 보정이 잘 이루

어 졌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Stage Jig System을 이용

하여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위치 오차를 측정 하였

다. 측정 결과는 Figure 4.과 같다.

Figure 4. 보정 후 Stage 위치 오차 

측정

4. 결론

이 보정 방법의 장점은 간단한 Setting을 통해 

한번에 2D 혹은 3D 위치 보정이 가능한 것에 있다. 
보정 후 X축의 위치 오차는 ±7㎛, Y축의 위치 오차

는 ±3㎛, Z축의 위치 오차는 +6㎛으로 측정 되었다.
향후 Z축 이동량에 대한 오차 측정 방법을 개발

하여 X, Y, Z축에 대한 위치 오차 측정 및 보정을 

진행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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