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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직선운동 시스템의 5 자유도 운동오차는 

시스템 설계 단계에서는 알 수 없으며, 시스템 

제작 후 성능평가를 통해서 설계 결과를 

평가하고 보완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최근에는 직선운동 시스템의 운동오차를 

설계단계에서 예측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중이다[1]. 즉, 설계단계에서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설계 정보를 입력하면 

5 자유도 운동오차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정밀도 시뮬레이터가 개발되고 있다. 

LM 가이드의 경우에도 LM 베어링 모델 및 

사용 개수, 레일형상오차 등을 입력하면 강성 

및 운동오차를 예측할 수 있다. LM 가이드의 

정밀도 해석은 레일형상오차에 따른 레일홈과 

볼 사이의 탄성변형량을 계산해야 하며, 이는 

기본적으로 Hertz 의 탄성변형식에 의해 

이루어진다. 운동오차를 해석하는 방법에는 

LM 가이드를 구성하는 전체 시스템에 대해 

한꺼번에 해석하는 전체해석법이 있으며, 

베어링 하나만의 반력을 구한 후 시스템을 

구성하는 베어링들 사이의 기하하적 관계를 

이용하여 해석하는 전달함수법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LM 가이드 시스템의 운동오차 

해석을 위한 전체해석법과 전달함수법에 대해 

소개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비교하였으며, 

실제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 레일형상오차가 

아닌 블록의 진직도 오차를 사용하는 개선된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였다. 

 

2. 운동오차 해석방법 
 

LM 가이드 안내면의 운동오차를 해석하기 

위한 첫번째 방법으로 전체해석법(Full analysis 

method)이 있다 [2]. 이는 LM 테이블 

중심에서의 5 자유도 운동오차(δy, δz, θx, θy, θz)를 

가정하고 이에 의해 각 볼에서의 탄성변형량 

및 하중을 계산한 후, 전체 시스템에서 힘의 

평형방정식으로부터 5 자유도 운동오차를 

비선형 수치해석법으로 구하는 방법이다. 가장 

정확한 방법이기는 하나,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가 달라지면 처음부터 다시 계산해야 하며, 

모든 경우의 수에 대응하기 위한 일반화된 

모델링이 필요하다는 점이 단점이다. 또한 

부하 등이 고려된 복잡한 시스템의 경우 

비선형 방정식의 풀이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에 반해 저자 등이 제안한 

전달함수법(Transfer function method)은 하나의 

LM 베어링 부하특성만 알면 안내면을 

구성하는 다수의 베어링 사이의 기하학적인 

관계를 통해 선형화된 방정식을 통해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다. 여기서 전달함수란 

레일형상오차에 대한 LM 베어링 반력의 

비로써, 임의의 레일형상오차에 대해 반력을 

구하기 위해 푸리에 전개된 각 레일형상오차 

주파수 성분에 대해 사전에 구해 놓는다. 

이로부터 임의의 레일형상오차에 대해서도 

LM 시스템을 구성하는 반력의 합을 구할 수 

있으며, 이로부터 테이블 중심에서의 5 자유도 

운동오차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전달함수법을 사용하더라도 입력은 

레일형상오차가 된다. LM 레일은 볼이 

굴러가는 둥근 홈으로 되어 있으므로 실제 

시스템에서 레일의 형상오차를 측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실제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 전달함수법을 개선하여 레일형상오차가 

아닌 LM 블록의 진직도 오차로부터 테이블의 

LM 가이드 안내면의 운동오차 해석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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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유도 운동오차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LM 블록의 진직도 오차라는 것은 

이미 레일의 형상오차 및 사용된 LM 블록의 

반력특성이 반영된 것이므로, 전달함수는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된다. 즉, 원리는 같지만 

레일형상오차가 아닌 블록의 진직도 

오차로부터 안내면의 운동오차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 

 

 
 

(a) Full analysis method 

 

 
 

(b) Transfer function method 

Fig. 1 Analysis method 

 

Fig. 2 는 LM 가이드의 운동오차를 

전체해석법과 전달함수법을 통해 계산된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가정된 

레일형상오차이다. 실제 시스템과 비슷하게 

1 주기 성분이 지배적이고 여기에 약간의 

고주파 오차를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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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ail form errors 

 

Fig. 3 과 Fig. 4 에 5 자유도 운동오차를 

비교하였다. 전체해석법이나 전달함수법으로 

예측한 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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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Linear motion err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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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ngular motion errors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LM 가이드 시스템의 운동오

차를 설계단계에서 예측하기 위하여 운동오차

를 해석할 수 있는 여러 방법에 대해 소개하였

다. 기존의 전체해석법과 비교하여 새롭게 제

안된 방법은 레일의 형상오차가 아닌 블록의 

진직도 오차를 입력으로 하여 운동오차를 해석

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들이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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