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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하공차의 필요성 및 필요지식(기하공차의 종류, 치수 지시방법, 기계요소 지식 등)을 배운다. 

*2. 조립도에서 각 부품의 기능과 작동을 파악하고, 도면의 기하공차를 해독하는 능력을 기른다.

*3. 기하공차를 적용할 시 공차영역의 적용원리(독립의 원리), 포락조건 등을 이해한다.

본 강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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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차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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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공차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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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수공차만으로 나타낸 도면은 형상 및 위치에 한 기하학적 특성을 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제품을 제작하기 어렵고, 특히 다른 부품과의 조립에서 기능상이나 호환성에서 문제가 있어 조립불능의

부품이 될 수 있고, 혹 조립이 된다 하여도 원 설계자가 의도한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 이 점

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모양, 자세, 위치, 흔들림에 한 규격을 제정하여 KS 혹은 ISO 규격

으로 기준을 정하였다. 



기하공차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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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품과 부품간의 기능 및 호환성이 중요할 때

● 기능적인 검사 방법이 바람직할 때(검사기준이 확실할 때)

● 제조와 검사의 일관성을 위해 참조기준이 필요할 때

● 표준적인 해석 또는 공차가 미리 암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하공차의 종류와 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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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종)



기하공차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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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공차 데이텀(기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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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텀(datum)

: 데이텀은 형체의 자세, 위치 및 흔들림 공차와 같이 관련 형체로 규제되는 기하 공차를 규제하기 위해 설정한 이론적으로 정확한

기하학적 기준을 말하며, 정삼각형 기호를 사용하여 지시한다.

● 데이텀 형체

: 데이텀에 사용하는 상물의 실제 형체

● 실용 데이텀 형체 (가상 데이텀 형체)

: 데이텀 형체에 접하는(닿는 부분) 충분히 정밀한 실제 형체(기준 표면 : 정반, 엔드밀 등)

● 공통 데이텀

: 두가지의 데이텀 형체를 따라 설절되는 단일 데이텀 (중심축 : 데이텀 A-B)

● 데이텀계(datum system)
: 두 가지 이상의 데이텀을 조합시켜 사용하는 데이텀의 그룹

예) 서로 직교하는 3평면(A,B,C)을 기준으로 하는 위치공차  3평면 데이텀계



기하공차 데이텀(기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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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텀 표적(datum target) 

: 주조 제품과 같이 표면이 거칠고 평평하지 않은 경우, 형체의 표면 전체를 테이텀으로 사용하면 흔들림이 발생하여 정확한 데이텀

설정이 어렵게 된다. 이럴 경우 부품과 접촉하는 점, 선이나 한정된 영역으로 데이텀을 규정하는 방법을 데이텀 표적이라 한다. 데이

텀 표적 틀은 원형의 테두리를 가로선으로 구분하여 화살표로 나타낸다. 데이텀 표적은 데이텀 상이라는 용어로도 사용된다.

●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TED, Theoretically Exact Dimension) 

: 치수의 기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형체나 데이텀 표적의 크기, 윤곽, 방향 및 위치 등을 이론적으로 정확하게 나타내는데 사용하며, 

치수 주위에 직사각형으로 표시한다.

● 최 실체 공차방식

: 치수공차와 기하공차 사이의 상호 의존 관계를 최 실체 상태를 기준으로 공차역을 설정하는 것으로 기하공차 기입틀에 기호 Ⓜ

를 표시한다.

● 최소 실체 공차방식

: 치수공차와 기하공차 사이의 상호 의존 관계를 최소 실체 상태를 기준으로 공차역 설정하는 것으로 기하공차 기입틀에 기호 Ⓛ를

표시한다.

● 포락 조건(envelope condition) 

: 기하공차와 크기에 의하여 형성된 완전한 형상의 경계조건이다.



기하공차 규제조건 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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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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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수공차 방식기하공차 방식 적용 시
:  공차범위를 넘어 설정하기가 곤란할 경우 적용 (기준으로만 사용하고 실제크기와는 상관 없음)

최 : 0.2 

최 : 0.2







공통 데이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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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텀 A‐B



데이텀계에 의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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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평면 데이텀계



데이텀 표적에 의한 지시

14



기하공차 도시방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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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차 기입틀 구성 및 순서



기하공차 도시방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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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단독형체 기하공차 지시 형태

(b) 단일 데이텀 기하공차 지시 형태

(c) 3평면 데이텀 기하공차 지시 형태



(d)

기하공차 도시방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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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반복 형상에 한 지시 형태

(e) 두 개 이상의 공차를 지시하는 형태

(e)



기하공차 도시방법(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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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면이나 선을 지시 (직접지시 혹은 치수보조선에 치수선과 어긋나게 지시)



기하공차 도시방법(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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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형체의 축선 또는 중심면에 공차를 지정하는 경우 (치수보조선에 치수선과 맞추어 지시)



기하공차 도시방법(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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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축선 또는 중심면이 공통인 경우 (축선 또는 중심면에 직접 지시)



기하공차 도시방법(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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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여러 형체에 공통으로 지시



공차 적용의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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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범위

(b) 단위 길이당 한정 공차값

(c) 전체 공차값, 단위길이당 한정 공차값

을 같은 기하공차틀에 구분하여 표기

(b)  (c) 



기하공차 해독 방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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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진직도 공차



기하공차 해독 방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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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평면도 공차



기하공차 해독 방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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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진원도 공차



기하공차 해독 방법(4)

26

(d) 원기둥도 공차



기하공차 해독 방법(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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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선의 윤곽도 공차



기하공차 해독 방법(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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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면의 윤곽도 공차



기하공차 해독 방법(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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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평행도 공차



기하공차 해독 방법(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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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직각도 공차



기하공차 해독 방법(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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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경사도 공차



기하공차 해독 방법(10)

32

(j)  위치도 공차



기하공차 해독 방법(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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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동축도, 동심도 공차



기하공차 해독 방법(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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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칭도 공차



기하공차 해독 방법(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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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원기둥 흔들림 공차 (원주 흔들림 공차)



기하공차 해독 방법(14)

36

(n)  온 흔들림 공차



조립도 및 부품도에서 기하공차 해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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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벨트 풀리 아이들러 조립도



조립도 및 부품도에서 기하공차 해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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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본체 부품도



조립도 및 부품도에서 기하공차 해독(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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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축 부품도



조립도 및 부품도에서 기하공차 해독(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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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이중 V벨트 풀리 부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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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트와 너트 종류에 하여 조사해 오시오. 

* Remark :  반드시 Report는 손으로 직접 써서 제출할 것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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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출처 1 : 기계설계제도, 최갑송, 원창출판사

▣삽화출처 1 : 기계 제도, 한국산업인력공단

▣삽화출처 2 : NCS 학습모듈 도면해독, 1501020103_14v2

▣삽화출처 2 : NCS 학습모듈 요소공차검토, 1501020104_14v2

▣삽화출처 4 : NCS 학습모듈 도면검토, LM1501020116_16v3

▣삽화출처 기타 : 다음 검색

참조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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