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강. 측정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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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측정의 개요 

오차의 발생 

온도에 의한 오차 

절삭열에 의한 오차 

체온의 전도에 의한 오차 

측정기와 공작물간의 온도차에 의한 오차 

측정압에 의한 오차 

지지점의 위치에 따른 오차 

측정기 구조에 의해 생기는 오차 

접촉 오차 

정해진 단위를 사용하여 제품의 크기를 수치로 나타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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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측정의 개요 

검사 

검사란 검사란 제품에 주어지는 요구 조건에 부합되는지 판단하는 행위 

예제 

측정치 : 10.02 mm 

도면 치수 : 10.0 ± 0.2 mm 

도면 치수에 기준하여 상기 자재는 사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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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측정의 개요 

직접측정법 

측정기에서 지시하는 눈금을 직접 읽어 측정, 측정자가 측정값을 직접 

읽을 수 있고, 측정범위도 넓으므로 소량다품종의 품목에 적용하기에 적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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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측정의 개요 

간접측정법 

직접 측정값을 읽지 못하고 계산에 의해 측정값을 구하는 측정법, 나사측정, 
기어측정, 진직도 등 

< 나사 마이크로미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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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측정의 개요 

비교측정법 

표준게이지인 게이지블록과 피측정물을 비교 측정 

비교측정법의 장 ∙ 단점 

장점 

다량 소품종 생산에 적합한 측정방법 

높은 정밀도 측정 

피측정물의 형상측정, 공작기계의 

정밀도 측정, 자동화 측정 등 

단점 

측정범위가 좁다 

기준이 되는 게이지블록이 필요 

직접 피측정물의 치수를 읽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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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기의 종류 

도기(standard) 

게이지블록 , 직각자, 한계게이지 
단도기 

(End Standard) 

자와 같이 도기에 치수를 표시 
선도기 

(Line Standard) 

눈금이나 지침으로 측정값을 읽을 수 있도록 제작 
지시측정기(Indicating 
Measuring Instrument) 

시준기(視準器) 

광학적 확대장치와 지침을 사용하여 비접촉으로 길이, 각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 

공구현미경, 투영기 등 

게이지(Gauge) 

피치게이지, 반지름게이지, 와이어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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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기의 종류 

블록게이지 

직육면체 

요한슨식 

정방형 

중앙에 구멍 

호크형

원형 

중앙에 구멍 

캐리형 

등급 용도 

00(AA) 
초정밀 측정 

참조용(Reference Grade) 

0급의 정도 점검 

학술 연구, 표준게이지 블록 
검사 

0(A) 
정밀 측정 

표준용(Calibration Grade) 

1,2급의 정도 점검 

측정 기기의 정도 점검 

1(B) 
일반 공작 측정 

검사용(Inspection Grade) 

측정 기기의 영점 조정 

게이지 제작 및 정밀도 점검 
기계 부품 및 공구 등의 감사 

2(C) 
공작용(Workshop Grade) 측정 기기의 정밀도 조정 

공구류의 위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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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기의 종류 

블록게이지 

허용치수 : 실치수가 어떤 범위 내에 있도록 정한 허용한계를 표시하는 치수 

호칭치수(mm)  00급  0급  1급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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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치수공차와 끼워맞춤 

구멍 : 원통형의 내측형체 

축 : 원통형의 외측형체 

치수 : 형체의 크기를 나타내는 양 

실치수 : 형체의 실측치수 

허용한계치수 : 형체의 실제치수가 허용할 수 있는 대소 2개의 극한 치수 

(즉, 최대허용치수 및 최소허용치수) 

최대허용치수 : 형체의 허용할 수 있는 최대치수 

최소허용치수 : 형체의 허용할 수 있는 최소치수 

기준치수 : 허용한계치수의 기준이 되는 치수 

위 치수허용차 : 최대허용치수와 대응하는 기준치수와의 대수차 

아래 치수허용차 : 최소허용치수와 대응하는 기준치수와의 대수차 

(즉, 최소허용치수  기준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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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치수공차와 끼워맞춤 

치수공차 : 최대허용치수와 최소허용치수와의 차 

(즉, 위 치수허용차와 아래 치수허용차와의 차) 

기준선  : 치수 허용차의 기준이 되는 직선 

공차등급 : 끼워맞춤 방식으로 모든 기준치수에 대하여 동일수준에 속하는 치수공차의 한 그룹 

공차역 : 치수공차를 도시하였을 때 치수공차의 크기와 기준선에 대한 그 위치에 따라 

정해지는 최대허용치수와 최소허용치수를 나타내는 2개의 직선사이의 영역 

최대실체치수 : 형체의 실체가 최대가 되는 쪽의 허용한계치수 

(즉, 내측형체에 대해서는 최소허용치수, 외측형체에 대해서는 최대허용치수) 

최소실체치수 : 형체의 실체가 최소가 되는 쪽의 허용한계치수 

(즉, 내측형체에 대해서는 최대허용치수, 외측형체에 대해서는 최소허용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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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치수공차와 끼워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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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치수공차와 끼워맞춤 

구멍의 최소허용치수와 축의 최대 허용치수와 의 차 최소틈새 

조립 전 구멍의 최대허용치수와 축의 최소 허용치수와의 차 최소죔새 

조립 전 구멍의 최소허용치수와 축의 최대허용치수와의 차 최대죔새 

구멍기준 끼워맞춤에서 기준으로 선택한 구멍 기준구멍 

축기준 끼워맞춤에서 기준으로 선택한 축 기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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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치수공차와 끼워맞춤 

< 최대틈새와 죔새 >  < 최대죔새, 최소죔새 > < 죔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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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끼워맞춤의 종류 

억지 끼워맞춤(Interference Fit) : 죔새가 생기는 끼워맞춤 

중간 끼워맞춤(Transection Fit) 

헐거운 끼워맞춤(Clearance Fit) : 틈새가 생기는 끼워맞춤 

< 헐거운 끼워맞춤과 억지 끼워맞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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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끼워맞춤의 종류 

구멍기준 끼워맞춤 

< 헐거운 끼워맞춤과 억지 끼워맞춤 > 

기준 구멍의 아래 치수허용차는 0 이 되는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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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끼워맞춤의 종류 

축기준 끼워맞춤 

< 축기준 끼워맞춤 > 

기준축은 위 치수허용차가 0인 축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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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끼워맞춤의 종류 

구멍과 축의 기호 및 서로의 관계 

허용치수에 따라 분류한 구멍의 종류와 표시기호 

허용치수에 따라 분류한 축의 종류와 표시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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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끼워맞춤의 종류 

구멍과 축의 기호 및 서로의 관계 

구멍 

축 

구멍 ∙ 축의 종류와 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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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계게이지 

한쪽에는 구멍이나 축의 최대허용치수와 다른 한쪽은 최소허용치수를 
기준으로 한 게이지 

실제 가공 치수가 허용한계 치수 안에 있는지 검사 

Plug gauge 

Snap gauge 

축용 한계게이지(Sn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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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계게이지 

축용 한계게이지의 제작공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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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계게이지 

구멍용 한계게이지의 제작공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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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계게이지 

30H7 플러그게이지의 제작 공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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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각도 측정기 

단일 각도 측정 

기계식 만능 각도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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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각도 측정기 

단일 각도 측정 

요한슨식게이지 : 스웨덴의 요한슨이 발명한 것으로 2개의 블록 조합에 의해서 각도를 

각 분단위로 만들 수 있음. (Wrin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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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각도 측정기 

N.P.L식(G.A.Tomlinson) 

N.P.L형 각도게이지는 1914년 G.A. Tomlinson에 의해 고안된 것으로 모두 12개의 

블록으로 구성 

27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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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각도 측정기 

사인 바(Sine Bar) 

직각 삼각형의 Sine 원리를 이용하여 두 게이지 블록의 높이 차이를 주어서 임의의 각도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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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길이 측정기 

버니어 캘리퍼스 

노기스 : 독일어의 노니우스(Nonius) 

본척의 한 눈금이 1mm이고, 버니어의 눈금은 본척의 19눈금을 20등분한 것임. 

측정치는 1/20 = 0.05 mm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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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길이 측정기 

버니어 캘리퍼스 

아들자의 0 눈금 앞까지를 읽어서 정수값으로 함. (10) 

어미자와 아들자의 일치점을 아들자에서 찾아서 읽어 소수값으로 함. (0.35) 

두 값을 합함.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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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길이 측정기 

버니어 캘리퍼스의 사용법 

외경 측정, 내경 측정, 깊이 측정, 단면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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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길이 측정기 

HM형 하이트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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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길이 측정기 

하이트 마스터 

블록의 높이를 10~20mm단위로 만들어 놓은 것 

1 준비 시간이 없이 곧장 사용이 가능 

2 핸들을 돌리기 때문에 열팽창이 없음. 

3 라이져 블록을 쓰면 900mm 까지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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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길이 측정기 

마이크로 미터의 구조 

길이의 변위를 나사의 회전각과 지름에 의해 확대 시키고 그 확대된 길이에 눈금을 붙여 

미소의 길이 변화를 읽도록 한 측정기 

나사의 피치 0.5 mm, 딤블의 원주 눈금 50등분. 

딤블의 1 눈금의 회전에 의한 

스핀들의 이동량은 
0.5 * 1 / 50 = 1/100 mm로서 
0.01mm의 정밀 측정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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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길이 측정기 

마이크로 미터 사용법 

1 엔빌과 스핀들에 측정부분에 이물질 제거 

2 측정물을 엔빌에 축 직각으로 정확히 맞춤. 

3 
레칫스탑(Ratchet Stop)을 클릭 소리가 날 때까지 정확히 돌리되 천천히 돌려 

관성에 의해 스핀들이 돌아가지 않도록 함. 

4 
눈금을 읽을 때는 슬리브의 어미자의 눈금을 먼저 읽고 아들자의 눈금을 

추가로 읽어 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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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길이 측정기 

마이크로 미터의 종류 

외경 마이크로미터 : 외경치수 측정, 일반적인 두께 측정 

내경 마이크로미터 : 내경치수 측정 

포인트 마이크로미터 : 드릴의 골경 치수 측정 

깊이 마이크로미터 : 깊이 측정 

높이 마이크로미터 : 높이 측정 

나사 마이크로미터 : 나사 유효경 측정 

다이알게이지 

소형, 경량 

넓은 측정 범위 

지침에 의한 지시로 오차가 적음. 

연속된 변위량의 측정이 가능함. 

다원측정이 가능 

Attachment의 사용방법에 따라 광범위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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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길이 측정기 

다이알게이지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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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길이 측정기 

다이알게이지의 구조 

스핀들의 직선 운동을 랙과 피니언의 제 1치차 회전운동으로 바꿈. 

제1치차와 연결된 지침 피니언을 회전시킴. 
지침이 눈금판을 회전하며 치수를 가리킴. 
헤어코일에 의해 BackLash가 없음. 
헤어코일에 의해 지침이 돌아옴.



38 / 50 

7. 길이 측정기 

다이얼 인디게이터 

레버의 회전 운동을 피니언의 회전운동으로 바꿈. 

치차와 연결된 지침 피니언을 회전시킴. 

지침이 눈금판을 회전하며 치수를 가리킴. 

헤어코일에 의해 지침이 돌아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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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길이 측정기 

레바 다이알게이지 

정밀 정반에 놓인 블록게이지와 측정물을 비교 측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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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면측정 

평면도 

이상 평면 : 평면 부분의 3점을 포함한 기하학적인 평면 

정의 정의 기계의 평면 부분의 이상적인 면으로부터 벗어나는 크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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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면측정 

평면도 

수준기 오토 콜리 미터 

나이프 엣지 

정밀 정반 

측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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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면측정 

직진도 

정의 정의 기계의 직선 부분의 이상 직선에 대하여 어긋나는 크기 

이상 직선 : 직선 부분 위의 2 점을 지나는 기하학적인 직선 

진직도의 측정 : 나이프 엣지와의 간격을 틈새게이지로 측정, 정반 위에 놓고 반대 

가장자리까지의 높이를 이동하면서 측정하여 최대치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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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면측정 

직진도 

축에 직각되는 단면에서 주변 진동의 

최대 최소치의 반값을 구함. 

강선을 직진되게 당겨 놓고 

측미현미경을 설치하여 이동 거리 

내에서 생기는 눈금의 최대치를 구함. 

오토 콜리미터로 긴 평면상의 경사각을 

연속 측정하여 그 값에서 직진도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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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면측정 

표면 거칠기 

거칠기 
가공면의 표면에 작은 간격으로 

일어나는 미세한 요철 

파상도 
거칠기의 간격보다 큰 간격으로 

나타나는 표면의 기복 

결 
생산 방법에 따라 나타나는 

표면의 주된 무늬 

표면 
거칠기 

설계시 의도된 표면의 모양, 
거칠기인 공칭 표면과 실측된 

공칭 표면과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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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면측정 

표면 거칠기 

중심선 평균 거칠기, 최대 높이 거칠기, 십점 평균 거칠기 

거칠기 곡선을 Y= f(x)로 표시 했을 때 

∫ = + = = 
l 
S S S 

l 
dx x f 

l 
Ra  ) ( 1 / ) ( 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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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나사의 측정 

바깥 지름과 골지름 측정 

골지름의 측정에는 골밑에 접하도록 가는 원추 또는 측정날을 사용하여 측정 

2 

2 2 

1 
4 8  M 
rP 

M 
P M d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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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나사의 측정 

3침에 의한 유효 지름 측정 

보정 

측정침이 나사산의 리이드 각 방향으로 기울어져 

나사의 축 단면 중에서 단면상의 위 또는 아래에 

접촉하기 위한 보정 C1 
측정침과 나사산 및 측정면 사이의 탄성 변형에 의한 

보정 C2. 

2 1 2  2 cot 
2 
1 )

2 sin 
1 1 (  C C P M d + + + + − = α 
α 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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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어의 측정 

걸치기 이두께 측정 

Sm : 걸치기 이두께( B~E 의 거리 ) 

m  :  모듈 

z  :  잇수 

) ) 5 . 0 ( ( cos  0 0 α π α  zinv z m S  m m + − = 

Zm : 걸치기 잇수  = 3 

a0 :  기준 압력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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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진원도 

진원도의 측정 

반경법 직경법 

3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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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진원도 

진원도의 표시 

진원도의 표기 방법 

전자식 진원도 측정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