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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 비접촉 표면 검사, 형상 측정 센서에 의한 

인라인 거칠기·진원도 측정 
마찰의 정량적 측정

소 개 

자동차나 항공기의 연비 저감 요구에 따라 연삭가공 정밀도의 향상이 요구되

고 있으며, 특히 하이브리드 및 전기 자동차의 소음 및 이상 촉감 문제, 자동차 

엔진의 공회전과 같이 자주 반복되는 정지와 시작은 각 구성 부품의 마찰 저감

과 정량화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연삭 가공의 고속화에 따라 가공물에 남는 스

크래치, 채터마크, 연마열변, 잔류응력, 흑피잔류 등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자동차의 중요 보안 부품인 워크피스에 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여기를 

기점으로 마모와 피로 파괴에 이를 수 있어서, 이런 여지를 제거하여 중대 사고

의 발생과 리콜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다.                                                          

또한 연삭 숫돌의 닳는 정도와 쿨런트 사용 방법이나 온도, 재료의 경도와 점

성 등 편차에 의해 항상 같은 작업 조건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연

삭가공 후에 전수 공작물 표면의 측정 이력을 남기는 것은 결함 제품 제거는 물

론,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민첩한 대응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기존의 

거칠기와 마찰 측정, 공작물의 추출 검사에 의한 접촉식 스타일러스에 의한 선

형 요철 검사가 주류로, 시간이 걸리는 데다, 비접촉으로 인라인 전수 검사가 

여의치 않기에 새로운 광학 산란광을 사용한 비접촉으로 인라인 거칠기·진원도 

측정 마찰의 정량 측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φ = 2Φ

Φ

△
 M=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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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or OS 500

▶		산란광	기술에	기초한	
	 강력한	비접촉식	측정	방법

OS 500 센서는 각도 분해 산란광 기술의 원리에 따

라 작동한다. 산란광 센서는 거리 측정을 통해 거칠기

와 형태를 감지하는 전통적인 표면 측정 방법과는 다르

게 표면 기울기 각도를 측정한다. 따라서, 마이크로 구

조(거칠기)를 비롯하여 매크로 구조(진원도, 웨이브니스)

도 측정할 수 있다. 진원도 및 웨이브니스의 측정으로 

간단한 계산을 통해 마이크로 미터 단위의 편차를 바로 

얻을 수 있다. 거칠기 평가를 위해 각도 분포에서 통계 

특성값을 참조한다. 이 평가를 위한 특별 지침이 있다. 

(VDA2009)

각도 측정 방법은 물리적 법칙에 의한 큰 장점이 있

는데, 거리 측정 방법과는 달리 사소한 거리변화에 민

감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진동이 지속적으로 존재하

는 열악한 환경에서 측정 시 중요한 장점이다.

산란광

산란광은 위 그림과 같이 공작물 표면 성상을 비추는 

지문과 같은 것으로, 어떤 크기의 직경을 가진 스폿 라

이트를 부품 표면에 조사하면 산란광이 관측된다. 그 

산란은 입사광에 대하여 반사광의 각도로 간주되면 산

란을 관측하는 것에 따라 표면 모든 각도 정보가 포함

되어 있다. 다이오드 어레이는 이러한 반사광을 받아 조

사 정보를 PC에 전송하여 표면의 각도 정보를 분석하

여 타겟의 표면 성상을 평가할 수 있다. 산란광의 각도

는 거울면(Mirror facet) 이론에 의해 2X 단면 각도로 

되어 있다.

비접촉 거칠기 파라미터 Aq

비접촉 거칠기 파라미터 Aq 값은 독일에서 2009년에 

DIN 규격(VDA2009)로 인정되고 있다. 위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워크 피스 반사광의 반치폭의 제곱근이 Aq 

값으로, 표면의 광택이나 반사율에 의존하지 않는다. 

Aq 값은 접촉식의 거칠기 측정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Ra와 Rz 등과의 직접적인 상관은 없다. 또한 접

촉식 거칠기 측정에서는 측정 스타일러스 팁 곡률 R 이

하의 워크피스 표면의 요철은 측정에는 포함되지 않는

다. 한편, 광학 비접촉 표면 거칠기 측정은 매우 섬세한 

요철을 포함한 모든 표면 성상이 검출 데이터에 반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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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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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울면의 이론

φ

φ = 2·δ

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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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표면 성상은 반사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가공 공

정이 동일한 면 Aq 값은 Rz와 상관성이 있으며, Aq 값

을 모니터링하면, 접촉식의 Rz에 상당하는 거칠기 측

정을 정량화할 수 있다.

φ

δ

H(φ)
M

Aq

φi

Hi

표면상태1

표면상태1 Aq와 Rz의 상관관계

표면상태2

 표면상태2 Aq와 Rz의 상관관계

Rz = 0.5μm Rz = 0.5μm

Rz = 0.8μm

Rz = 1.5μm

Rz = 0.8μm

Rz = 1.5μm

Aq Aq

Rz Rz 

Aq = 15 Aq = 8

Aq = 15

Aq = 25

Aq = 25 

Aq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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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사례

•자동차산업

최근 몇 년 동안 엔진 및 변속기의 제조 공차가 더욱 

좁게 정의되었다. 그 이유는 마찰과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표면 품질 관련 요구사항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에 품질 보증을 위해 사용되던 스타

일러스 계측기는 점차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다. 생산 

관련 분야의 시스템은 더 이상 요구되는 측정 성능을 

달성하지 못한다.

산란광 기술은 표면 거칠기 값이 1μmRz 미만인 표면

에 매우 안정적인 측정 변수를 제공하고, 기능면의 베어

링 비율에 대한 특수효과에 반응하는 놀라운 이점을 제

공한다. (밸런스 샤프트, 크랭크 축, 기어 샤프트, 피스

톤 핀)

•정밀기계공업

산란광 기술의 엔지니어링 부문 4개 핵심 어플리케

이션은 다음과 같다.

- 롤러 베어링 산업

- 정밀 롤러 연삭

- 선형 가이드의 평탄 연삭

- 박판 금속 표면의 인라인 측정

웨이브니스의 감지 및 측정은 거의 모든 어플리케이

션에서 가장 우선시된다. 또한 Aq 거칠기 파라미터는 툴 

마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원하는 표면 질감을 특

성화한다.

빠른 산란광 센서를 사용하면 모든 부품을 100% 측

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3D 스캔 기술을 사용하여 

기능 표면 전체를 측정할 수도 있다. (각종 베어링, 리

니어 가이드, 웜기어 나사산, 강판, 롤러 표면)

•의료기술산업	및	정밀전자산업

의료기술산업에서는 이식형 기기(임플란트)의 표면

에 대한 요구사항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인공고관절 이

식형 기기의 전체 헤드 표면에는 긁힘이나 오염이 없어

야 한다. 형식 편차는 2μ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택타일 거칠기 및 형태 측정 장치는 모든 연마된 의

료 기기의 표면에 손상을 줄 가능성이 있으며, 각각의 

경우 기능 표면의 미세한 부분만 평가한다. 산란광 기

술은 적절한 센서의 이동을 바탕으로 짧은 시간 내에 

모든 부품에 대한 100% 표면 측정을 보장한다.

(Wafer 표면 측정, 임플란트 거칠기 측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