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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기계 이송계 요소부품의 마찰력 모델링
Friction modeling of machine tool feed drive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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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마찰력은 모든 서보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비선

형적 현상으로 공작기계 제어 시 이송계에 외란으

로 작용하여 위치정밀도를 저하시킨다.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어기에 마찰력의 앞먹임 

항을 추가하여 마찰력의 영향을 보상하는 제어기

법이 사용된다.1 이 때 마찰력의 예측을 위한 마찰

력 모델의 정확도는 마찰력보상제어의 성능을 결

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마찰력은 일반적으로 이

송 방향에 의해 결정되는 쿨롱 마찰력, 속도에 의해 

결정되는 점성 마찰력 및 윤활효과에 의해 저속영

역에서 발생하는 스트라이벡 효과를 고려한 kinetic 
friction model (KFM)을 통해 예측된다.2 KFM의 

계수인 마찰력 파라미터(쿨롱 마찰력, breakaway 
마찰력, 점성 마찰계수, 스트라이벡 속도)는 실험

을 통해 측정된 스트라이벡 곡선을 KFM에 근사하

여 얻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송계 전체를 하나의 

마찰성분으로 가정하는데, 볼스크류, LM 가이드 

등 요소 부품의 마찰면에서 접촉하고 있는 볼의 

선속도와 마찰계수 및 윤활조건의 차이에 의해 

각각 다른 마찰력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마찰력의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요소 부품별 마찰력 

특성을 모델링하고, 이를 이용하여 이송계에서 발

생하는 마찰력을 예측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송계의 마찰성분을 볼스크류

와 LM 가이드로 분리하여 요소 부품별 마찰력 

특성을 모델링하였다.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하

여 이송계의 스트라이벡 곡선으로부터 요소 부품

별 마찰력 파라미터를 구하였다. 요소 부품별 KFM
이 적용된 이송계 모델을 이용하여 위치와 마찰력

을 시뮬레이션 하였다. 마찰력 측정을 위한 실험 

장치를 제작, 실험 결과와 시뮬레이션 결과의 비교

를 통해 마찰력 모델의 정확도를 검증하였다.

2. Kinetic friction model
마찰력 예측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마찰

력 모델인 KFM은 쿨롱 마찰력, 점성 마찰력과 

스트라이벡 효과의 합으로 계산되며 다음과 같이 

속도( ) 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 (1)

는 점성 마찰계수,  는 쿨롱 마찰력과 스트

라이벡 효과를 표현하기 위한 비선형 함수로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이 지수함수형을 적용하였

다.

     ×
  (2)

,  , 는 각각 쿨롱 마찰력, breakaway 마찰력, 
스트라이벡 속도를 의미한다. 요소 부품별 KFM이 

적용된 이송계 모델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

은 이송계의 관성모멘트, 는 시스템의 입력을 

의미하며 외란은 고려하지 않는다. 위 모델을 이용

하여 상태공간식을 구성, MATLAB을 이용하여 위

치와 마찰력을 시뮬레이션 하였다. 

3. 실험

그림 1은 요소별 마찰력 모델의 검증을 위하여 

제작된 실험 장치의 모식도이다. 이송계는 모터-커

Fig. 1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setup

123



한국정밀공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대회논문집

플링-베어링-볼스크류-LM가이드-테이블의 구조

로 제작하였다. 이송계의 마찰력은 모터(SGMAV, 
Yaskawa)와 볼스크류(BNK1205, 삼익THK)사이에 

설치된 토크센서(4503A, Kistler)에서 측정했으며, 
LM가이드(SSR20XW, 삼익THK)의 마찰력은 볼스

크류와 테이블 사이에 설치된 힘센서(9217A, 
Kistler)에서 측정했다. 볼스크류에서 발생하는 마

찰력은 두 센서의 측정값의 차이로 계산할 수 있다. 
제작된 이송계는 공작기계 상용제어기(UMAC, 
Delta Tau)를 이용하여 제어했다. 

이송계의 요소 부품별 마찰력 파라미터는 유전

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이송계의 스트라이벡 곡선

의 근사를 통해 표 1과 같이 식별되어 KFM에 적용

되었다. 그림 2는 볼스크류와 LM가이드의 마찰력

의 측정 결과와 KFM을 이용한 예측결과로, 측정된 

속도 영역에서 매우 작은 오차를 갖는다. 제안된 

마찰력 예측방법의 정확도를 검증하기 위해 그림 

3과 같이 요소 부품별 KFM과 단일요소의 KFM을 

이용하여 예측된 스트라이벡 곡선과 측정된 결과

를 비교하였다. 요소 부품의 마찰력 특성의 차이가 

큰 저속 영역에서 제안된 방법이 높은 정확도를 

갖는다. 그림 4는 이송계 제어 시 위치와 마찰력의 

측정 결과와 요소 부품별 KFM이 적용된 이송계 

모델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제안된  

Table 1 Identification results

Friction parameter
Ballscrew LM guide

Pos. Neg. Pos. Neg.

Coulomb friction (N) 72.351 67.147 5.8977 5.2847

Breakaway friction (N) 95.038 87.465 11.828 10.902

Viscous friction 
coefficient (N·s/m) 2393.8 2080.9 71.205 71.385

Stribeck velocity (m/s) 0.0009 0.0011 0.0028 0.0031

(a) Ballscrew (b) LM guide
Fig. 2 Comparison of the stribeck curve of feed drive 

components derived by experiment and 
simulation

Fig. 3 Stribeck curve of machine tool feed drive

Fig. 4 Comparison of position and friction of 
simulation and experimental result

마찰력 모델을 이용하여 구동 중 이송계에 발생하

는 마찰력을 높은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다.

4. 결론

공작기계 이송계의 요소 부품별 마찰력 특성을 

모델링하여 이송계의 마찰력을 예측하였다. 측정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요소 부품별 마찰력 모델의 

정확도를 검증하였다. 

후기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 기계장비 정밀도 시뮬레이션 

플랫폼 기술 개발 사업의 지원으로 이루어 졌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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