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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로봇의 역기구학 해를 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실제 로봇 내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Eman 등은 

로봇이 역기구학 해를 찾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5~20ms 이상 소요된다면 로봇의 정밀도나 

궤적 추종 성능을 보장하기 힘들다고 

하였다[3]. 일반적으로 로봇의 역기구학 해는 

짧은 계산시간과 다수 해를 구할 수 있는 

장점으로 비교적 복잡한 과정을 통해 해석 

해를 직접 구하는 방법을 택한다. 이에 반해, 

수치적인 방법으로 해를 구하는 과정은 

상대적으로 해를 구하는 과정이 덜 복잡하지만 

계산시간이 느린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6 D.O.F. 관절형 로봇의 

역기구학 해를 구하는데 있어서 해석적인 방법, 

수치적인 방법 및 결합된 형태의 방법을 

이용하여 해를 도출하는 방법과 구현 시 계산 

시간을 비교하였다. 사용된 제어기는 Power PC 

계열의 CPU(400MHz)를 사용하였으며, 

실시간성을 보장하기 위해 Real time O/S 인 

Xenomai 를 적용하였다.  

Fig. 1 에 로봇의 구조 및 설정된 좌표계를 

나타내었다. 6 개의 관절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end-effector 의 좌표계를 포함하여 총 

9 개의 좌표계로 구성되어 있다.  

 

 
Fig. 1 Coordinate system of the 6 D.O.F. articulated 

robot 

 

3. 역기구학 도출 방법 및 구현 
 

3.1 해석적 방법에 의한 구현  
폐형식의 해석 해를 도출하고 구현한 결과 

역기구학 계산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40us 
이며, Fig. 2 에 이를 나타내었다.  

 

 
Fig. 2 Inverse kinematics calculating time by analytic 

method 

6 자유도 관절형 로봇의 역기구학 해의 도출 및 구현 방
법에 대한 계산 시간 비교 검토 연구 – 해석적 방법, 수

치적 방법 및 결합된 형태의 방법 
Comparative study of solving the inverse kinematics for a 6 D.O.F. 

articulated robot using analytical, numerical and combined 
method. 

*노태양 1, 정창욱, 정재묵, 유완석 2   

*T. Y. Noh1(tynoh@hhi.co.kr), C. W. Jung, J. M. Jung, W. S. Yoo2  
1현대중공업 중앙기술원, 2부산대학교 기계설계공학과 

 

Key words : 6 D.O.F. Robot, inverse kinematics, analytic method, numerical method 

61



한국정밀공학회 2013 년도 춘계학술대회논문집  

 
3.2 수치적 방법에 의한 구현 

  3 개의 위치 비선형 방정식과 회전 변환에서 

나타나는 각도 비선형 방정식을 수치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구하였으며, 계산 시간은 약 

740us 가 소요되었다.  Fig. 3 에 이를 

나타내었다.  

 

 
Fig. 3 Inverse kinematics calculating time by 

numerical method 

 

3.3 결합된 형태의 방법에 의한 구현 

   1~3 축의 해석적 관계식의 복잡함을 

수치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4~6 축의 

관계식은 Euler 각도 변환식을 활용하여 

수치방법과 해석적 방법을 결합하는 방법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계산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500us 이다. 이를 Fig. 4 에 

나타내었다.  

 

 
Fig. 4 Inverse kinematics calculating time by 

combined method with analytic and numerical 

approach 

 

4. 결론 
 

6 D.O.F. 로봇의 역기구학 해를 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20ms 이내를 

보장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역기구학 해를 

도출하는 방법 3 가지: 해석적, 수치적 및 

결합된 방법을 통해서 역기구학 해를 

도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비교하여 구현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폐형식의 해를 가지는 

해석적 방법의 경우 400MHz CPU 에서 구현 시 

140us 이내에서 모든 해를 구할 수 있으며, 

수치적인 방법으로 구한 경우 약 700us 가 

소요된다. 그리고 위 두가지 방법이 결합된 

형태의 경우 약 500us 의 계산시간이 소요됨을 

확인 하였다. 수치적인 방법 및 결합된 

방법으로 역기구학 해를 산출하는 방법 모두 

1ms 이내에서 구현 가능함을 확인 하였다.  

3 가지 방법에 대한 소요되는 계산 시간을 

Table 1 에 나타내었다.  

 

Table 1 Comparison of measured calculation time 
 

Method Analytic Numerical Combined 

Calculation 

time 
140 us 700 us 500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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