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갠트리 로봇의 고속/고정밀 이송을 위한

모션분석 및 앞섬필터 설계

A Study on the Motion Analysis and Lead-Filter Design for High
Speed/Accuracy Movement of Gantry Ro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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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gantry-type robot with 3 axes rectangular coordinates have been studied in the many industrial production 
equipment and machinery fields. To acquire a good handling and motion performance of this robot, reducing the settling-time 
and securing the accurate-transfer positioning under high-speed conditions should be required. However when robot is moved in 
high-speed, the large inertia of robot can lead to serious vibration of robot's head. The time-delayed control characteristics of 
this robot can also lead to tracking error. In this research, the analysis of the effects of higher order positional-profile is carried 
out to assure high-speed performance and stiffness specifications. To remove the residual vibration caused by kinematic coupling 
effect of dual-servo gantry, we develop a dual-servo gantry of rotary type that moving frame of x-axis rotates about z-axis. In 
order to decrease the tracking error, the 3 type lead-filter through system identification was applied respectively. From the 
experimental results, it was shown that zero-order series leader-filter has the best performance about tracking error and settling 
time.

Keywords: gantry-type robot, high speed/accuracy motion, head's residual vibration, time delay, analysis of positional-profile, 
tracking error, system identification, lead-filter

Copyright© ICROS 2011

I. 서론

갠트리 로봇을 사용하는 기계들의 가장 큰 목적은 제조

된 제품의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착

시간(settling time)을 최소화 하면서 로봇 헤드(head)의 위치

를 고속으로 원하는 위치까지 정밀하게 이동시키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갠트리 로봇의 고속화에 가장 큰 문제

점은 이송 프레임을 고속으로 운동할 경우 큰 관성으로 인

해 헤드에 원치 않는 진동(vibration)이 발생하는 것이다. 
고속 이송 시 잔류 진동 문제는 위치 제어기에서 기준

입력으로 사용하는 위치 프로파일(profile)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통 제어기에서 기준 위치 입력으로써 사다리꼴 속

도 프로파일[4]을 쓰게 되는데 이 프로파일의 불연속점들로

인해 큰 저크(jerk)를 가지게 되어 잔류 진동을 증가 시킨

다. 여기서 저크란 가가속도라고도 하며, 가속도의 시간에

대한 미분값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잔류 진동을 줄이기 위

해 불연속점이 없는 부드러운 속도 프로파일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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갠트리 로봇의 고정밀성을 저해하는 것은 기구적인 부분

과 제어시스템 부분으로 나뉠 수 있는데 먼저 기구적인 부

분에서 갠트리 로봇의 직교구조는 보통 각 축당 하나의 구

동기를 사용한다[1]. 하지만 이송 프레임의 길이가 길어지

게 되면 프레임 강성이 낮아지므로 고속이송시 잔류 진동

이 증가하는 문제가 야기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 이송 프레임을 양쪽에서 구동하는 방식을 사

용함으로써 프레임의 강성을 높이게 된다[2]. 이러한 듀얼

서보(dual servo) 방식은 이송 프레임의 강성을 높여 잔류

진동을 줄일 수 있지만 두 구동기의 동기가 맞지 않을 경

우 커플링(coupling)효과로 인해 위치 제어 성능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듀얼서보 갠트리 로봇에서 위치 정밀도를 향

상시키기 위해 커플링 효과를 기구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제어시스템 측면에서 갠트리 로봇은 시간지

연(time delay)을 가지는 동특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위치

입력에 대한 출력은 시간 지연으로 인해 추종오차가 발생

한다. 이러한 추종오차는 갠트리 시스템의위치 정밀도를 감

소시키므로 시간 지연을 보상하는 필터(filter)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갠트리 로봇의 고속화를 위해 위

치 프로파일이 잔류 진동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고 위치

정밀성을 위해 기구적인 커플링 효과를 제거한회전형 듀얼

서보 갠트리 로봇을 개발하였다. 또한 추종오차를 감소시키

기 위해 시간지연을 보상하기 위한 필터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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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참조인덱스와정규화해쉬테이블.
Fig. 2. Reference index and normalized hash Table.

그림 1. 실험장치의 3D 모델과실물사진.
Fig. 1. 3D model and experimental setup.

II. 로봇의 고차모션 프로파일 분석

그림 1은 고차 모션 프로파일을 적용한 실험 장치의 3D
모델링과 실물사진을 나타낸다. 한 개의 모터로 y축을 구동

하는 단일 서보 방식의경우 x축 방향으로의 외팔보 구조로

인한 진동이 발생한다는 것은 제어기가 포함된 이송프레임

의 강성이 작음을 의미한다. 이와 반대로 두 개의 모터로

구동하는 듀얼 서보의 경우 외팔보 구조로 인한 진동 변형

을 외팔보의 양 끝을 제어함으로서 진동이 감소한다는 말

은 제어기가 포함된 이송프레임의 강성이 증가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회전형 dual-servo gantry 구조는 y축

구동기 1개를 사용하는 것보다 X축 방향의 이송프레임 강

성을 증가시킴으로써 고속으로 이송할 경우 발생하는 잔류

진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구조이다. 긴 X축 방향의 이송

프레임을 이송시키기 위해 y축에 2개의 구동기를 사용하였

다[2]. 이는 y축 구동기 1개를 사용하는 것보다 X축 방향의

이송프레임 강성을 증가시킴으로써 고속으로 이송할 경우

발생하는 잔류 진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X축
이송 프레임이 y축으로 이송 시 두 y축 구동기의 위치 동

기가 정확하게 맞지 않는다면 X축 이송프레임의 비틀림 토

크가 y축 구동기에 서로 외란으로 작용하는 커플링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커플링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본 연

구에서는 z축을 중심으로 x축 방향의 이송 프레임이 회전

하도록 설계하였다.
그림 1의 갠트리 이송 로봇에 모션 프로파일을 적용할

경우 작은 저크를 가지는 모션 프로파일은 잔류 진동을 감

소 시킬 수 있다[4].
이러한 모션 프로파일은 (1)과 같이 이송거리와 이송 시

간이 0에서 1로 정규화된 n 차 위치, 속도, 가속도, 저크 방

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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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S는 이송거리, T는 이송시간을 나타낸다. 모션프로

파일은 n+1개의 방정식 계수 ∼를 미지수로 가진다. 
이 미지수들은 (2)와 같이 n+1개의 경계조건으로부터 계산

될 수 있다.
여기서 m은 미분 차수를 나타낸다. 위 경계 조건의 개수

는 2*(m+1)개 이다. 미지수 개수와 경계조건 개수가 같아야

하므로 n+1=2(m+1)을 만족해야 한다. n차 모션 프로파일인

경우 m=(n-1)/2 차 미분까지의 경계조건 개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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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때 m은 정수이어야 하므로 모션 프로파일 차수 n은
3,5,7…이 될 수 있다. 프로파일의 차수가 높을수록 부드러

운 저크를 가지지만 실제 제어기에서 구현 시 계산시간이

증가되기 때문에 보통 3,5,7차를 주로 사용한다. (1)과 같이

정규화된 식으로 나타낸 가장 큰 이유는 디지털 제어기에

서 고차의 위치 프로파일을 생성시킬 경우 고차 다항식을

샘플링 타임마다 계산한다면 계산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걸린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계산시간 증가는 고

속의 제어 샘플링을 가지는 제어기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

다. 따라서 실제 디지털 제어기에서 이러한 계산 시간을 줄

이기 위해 정규화된 위치 프로파일 데이터를 유한한 사이

즈를 가지는 해쉬 테이블(배열 메모리)에 미리 저장하여 사

용하게 된다. 갠트리 로봇의 이송 시간과 디지털 제어기의

제어 샘플링 주파수가 결정된다면 제어에 필요한 샘플링

주파수 개수는 이송시간과 샘플링 주파수의 곱으로 계산될

수 있다. 위와 같이 필요한 샘플링 주파수 개수가 결정되면

정규화된 모션프로파일 해쉬 테이블의 참조 인덱스 폭을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다. 

테이블참조인덱스폭=테이블사이즈/필요샘플링주파수개수.

이송 시간이 결정되어 테이블 참조 인덱스 폭이 주어지

면 각 샘플링 타임 때 마다 테이블 참조 포인터를 테이블

참조 인덱스 폭 만큼 이동시키면서 정규화된 위치 값을 얻

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을 그림 2에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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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고차프로파일에대한위치, 속도, 가속도, 저크그래프. 
Fig. 3. Position, velocity, acceleration and jerk of high order 

profile.

(a)

(b)

그림 4. (a) 이송거리에대한최대속도(velocity) 프로파일 (b) 이
송거리에대한최대저크(jerk) 프로파일.

Fig. 4. (a) Maximum velocity profile about moving distance 
setup, (b) Maximum jerk profile about moving distance.

(a)

(b) 

그림 5. (a) 사다리꼴 7차프로파일에대한가속도 FFT (b) 이송

시간에대한가진대역폭.
Fig. 5. (a) Excitation bandwidth of trapezoidal and 7thorder 

profile, (b) Excitation bandwidth about moving time.

위와 같이 해쉬 테이블에서 얻은 정규화된 위치 값에 주

어진 이송거리를 곱하면 계산 시간을 줄이면서 위치 프로

파일을 얻을 수 있다[4].
그림 3은 이송 거리가 0.012m이고, 이송 시간이 0.1sec일

때 3,5,7차의 위치, 속도, 가속도, 저크 프로파일을 나타낸

다. 그림 3의 저크 프로파일에서 양 끝단에서 불연속점을

가지므로 큰 저크 값을 가지고 차수가 증가 할수록 저크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가속도 프로파일의 양상을

보면 프로파일의 차수가 증가 할수록 큰 가속도 값을 가지

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저크를 줄이기 위해 프로파일의

차수를 증가 시키게 되면 가속도가 증가함으로 상대적으로

큰 힘의 구동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림 4(a)와 4(b)는 동일한 이송 시간에 대해 이송거리에

따른 7차 위치 프로파일에 대한 최대 속도 프로파일과 최

대 저크 프로파일을 각각 나타낸다. 이송 거리가 짧은 경우

상대적으로 작은 속도를 가지지만 반면 큰 저크 값을 갖는

다. 이송거리가 길면 큰 속도 값을 가지고 저크는 작은 값

을 가지게 된다. 이는 짧은 거리를 이송하는 응용에서는 속

도가 큰 구동기보다 저크가 큰 구동기가 적합하고, 긴 거리

를 이송하는 응용에서는 큰 속도를 가지는 구동기가 적합

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기존에 많이 사용하는 사다리꼴과 7차 프로파

일의 이송 프레임에 대한 잔류 진동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각각의 가속도 프로파일에 대한 FFT 그래프를 그림 5(a)에
나타내었다. 그리고 사다리꼴과 7차 프로파일에 대해 이송

시간에 따른 각각의 가진 대역폭 차이를 아래 그림 5(b)에
나타내었다. 

그림 5(a)에서 7차 위치 프로파일의 가속도의 FFT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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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제어기의블록다이어그램.
Fig. 6. Block diagram of controller.

그림 7. 입출력신호.
Fig. 7. Input and output signal.

그림 8. 규명및실험모델에대한시간응답.
Fig. 8. Time response of experimental and estimated model.

우 약 130Hz까지 가속도크기가 존재하고 그이후로는 가속

도 크기가 0이 된다. 반면 사다리꼴 위치 프로파일의 가속

도 프로파일의 FFT 경우, 약 450Hz까지 가속도 크기가 존

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저주파수 대역에서 최대 가

진 크기는 사다리꼴 프로파일보다 오히려 7차 프로 파일이

더 크다. 하지만 7차 프로파일의 가속도 크기는 약 130Hz
까지 존재하고 즉, 가진 대역은 약 130Hz까지 이지만 사다

리꼴 프로파일의 가속도 크기는 약 450Hz까지 존재함으로

가진 대역은 약 450Hz로써 상대적으로 넓게 분포한다.
이는 사다리꼴 프로파일의 불연속점에서 고주파수 조화

신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송 프레임의 잔류진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이송프레임의 고유 주파수가 이들 신

호의 가진 대역보다 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7
차 프로파일을 사용할 경우 사다리꼴 프로파일을 사용할

때 보다 이송프레임의 강성을 낮게 설계할 수 있다.

III. 시간지연 보상을 위한 앞섬 필터 설계 

물리적인 시스템의 동 특성은 일반적으로 위상 지연 특

성을 가진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시스템 입력에 대해 출

력은 지연되게 된다. 입력에 대한 출력의 시간지연은 갠트

리 로봇의 위치 제어에 있어 추종오차를 야기시키고 정착

시간 또한 증가 시킨다. 이러한 시간 지연을 보상하기 위해

그림 6과 같이 폐-루프 전달 함수   전단에 


을 배치 시킴으로써 입력에 대한 출력 의 전체시스템

전달 함수는 
  이 된다. 즉, 입력이 시간

지연 없이 출력되게 된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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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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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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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Horderreduced
offunctiontransferinversedzH

functiontransferloopclosedzH
functiontransfersystemzG

controllerpositionzC

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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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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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 전달 함수 
를 앞섬 필터라고

부른다. 이 앞섬 필터를 얻기 위해서 폐-루프 전달함수

를 구해야한다. 
1. 폐-루프 시스템 규명

폐-루프 시스템의 전달함수를 구하기 위해 그림 7과 같

이 입력에 이산 백색잡음인 GBN (General Binary Noise) 신
호[7]를 입력하여 위치 출력을 획득하였다. 

입력과 출력을 이용하여 “system identification” 툴박스를

이용하여 폐-루프 시스템 전달 함수를 추정하였다.여기서

시스템 규명 시 적용한 모델구조는 ARMAX 모델을 사용하

였다. 폐-루프 시스템에 입력한 GBN 신호 대해 실험 모델

과 규명 모델의 출력신호를 그림 8에 나타내었다. 위 그림

에서 규명 모델과 실험 모델과는 88.62%의 정밀도를 나타

내고 있다.
이렇게 규명된 폐-루프 전달함수의 차수는 24차이다. 이

고차 전달함수를 디지털 제어기에서 앞섬 필터로 구현하면

계산시간이 증가 함으로 차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 그림 9
는 전차수(24차)를 6차로 축소한 폐루프 전달함수의 보데

선도를 나타낸다. 
그림 9에서 축소 차수(6차)와 전 차수(24차) 폐-루프 전

달함수는 약 2000rad/sec까지 완전히 일치한다.
2. 앞섬 필터 적용 

폐-루프 전달함수는 다음과같이 분자/분모 다항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3)

여기서 는 우반평면에 영점들(nonminimum phase)을
포함하는(이산 영역에서는 크기가 1보다 큰 영점) 폐-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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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전자수(24차) 와축소차수(6차)에대한보데선도.
Fig. 9. Bode plot of full and reduced order.

전달함수의 분자 다항식을 나타내며, 는 좌반 평면

에 영점들(minimum phase)을 포함하는(이산 영역에서는 크

기가 1보다 작은 영점) 분자 다항식을 나타낸다. 위 폐-루
프 전달함수를 역전시킬 경우 이 불안정 극점이 된

다. 아날로그 제어기가 아닌 디지털 컴퓨터로 제어기를 구

현할 경우, 디지털 제어기의 입/출력 시간 지연이 필연적으

로 나타나며 시스템 규명시 이러한 시간지연이 플랜트 모

델에서 불안정 극점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내부 불안정성을 가지므로 안정하게 근사화해야

한다. 폐-루프 전달함수의 역전이 다음과 같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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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 극점을 포함한 전달함수 을 안정하게 근

사화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이 3가지를 들 수 있다[5,6].
2.1 영-위상(zero-phase) 오차추종 제어기 


은 다음과 같이 근사화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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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폐루프 전달함수의 역전은 다음과 같다.

2
1

)]1([
)(

)(
)()(

B
zB

zBz
zAzH N

M
pCL ´=- (6)

2.2 영-차수(zero-order) 급수 근사

역전 모델을 구할 때 안정하게 근사화하는 기법 중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에 NMP 영점들을 무시하고 B n=1로

가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는 다음과 같이 근사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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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축소차수모델에대한영점. 
Table 1. Zeros of reduced order model.

분자다항식 영점 크기 비고

z-4.14 4.14 4.14 불안정

z2-3.45z+9.77 1.73± 2.61i 3.13 불안정

z+0.33 -0.33 0.33 안정

z2-1.89z+0.92 0.94±0.17i 0.96 안정

따라서 폐루프 전달함수의 역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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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폐루프 전달함수의 역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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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3가지 역전 근사화 방법에 대해 역전된 전달함수의

분모의 는 causal 시스템(proper system)으로 만들기 위해

추가된다. 앞섬 필터를 설계하기 위해 축소 차수 폐-루프

시스템의 영점을 살펴보면 아래 테이블과 같다.
따라서 축소 차수 폐루프 전달함수를 분자/분모 형태로

분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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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한 3가지 역전 근사화 법에 대해 불안정한

극점을 포함한 전달 함수의 근사화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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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은 앞섬 필터를 사용한 전체 전달함수와 사용하

지 않은 폐루프 전달함수의 보데선도를 나타낸다. 앞섬 필

터를 사용한 경우 이득이 1500rad/sec까지 1을 유지하고 위

상은 앞섬필터 사용 전보다 많이 보상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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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11. (a) 앞섬필터에 대한스텝응답그래프(0.03s), (b) 앞섬
필터에대한스텝응답그래프(0.1s).

Fig. 11. (a) Step response with and without lead filter (0.03s), (b) 
Step response with and without lead filter (0.1s).

그림12. 이송거리에대한추정오차.
Fig. 12. Tracking error about moving time.

그림13. 이송거리에대한정착시간.
Fig. 13. Settling time about moving time.

그림10. 전자수(24차) 와축소차수(6차)에대한보데선도.
Fig. 10. Bode plot of loop TF width and without lead filter.

IV. 실험 

그림 11(a)는 이송시간이 0.03sec인 경우 그리고 그림

11(b)는 이송시간이 0.1sec인 경우에 대해, 앞섬 필터를 사

용하지 않은 경우와 영-차수 급수 근사화 기법을 사용한

경우 위치 응답을 각각 나타낸다. 그림 11에서 이송시간이

0.03sec와 0.1sec인 경우 모두 앞섬 필터를 사용한 경우 추

종 오차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송시간이

0.03sec인 경우 앞섬 필터를 사용한 응답은 사용하지 않은

경우 보다 오버슈트(over shoot)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이송시간이 짧을수록 위치 프로파일에 고주파 성분이

증가하게 된다. 이 고주파 성분들이 앞섬 필터의 고주파수

영역을 가진 시켜 오버슈트를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짧은

이송시간에서 오버슈트를 줄이기 위해서는 샘플링 주파수

를 증가시키고, 규명된 플랜트의 차수를 높게 근사화 시켜

전체 폐-루프 시스템의 이득이 1인 주파수 영역을 넓게 함

으로써 가능할 수 있다. 
그림 12는 각 근사화 기법에 대해, 이송시간에 따른 추

종 오차를 각각 나타내다. 위 그래프에서 앞섬 필터를 사용

한 경우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대해 이송시간이 짧을수록

추종 오차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앞섬 필터를

사용함으로써 사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고주파수 영역의 위

상 지연이 보상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13은 각 근사화 기법

에 대해, 이송시간에 따른 정착시간을 나타낸다. 이 그래프

에서 desired settling time(이송시간)이 0.04sec이상인 경우는

앞섬 필터를 사용한 경우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보다 정착

시간은 평균 0.0131sec 더 빠르다. 하지만 0.04 sec보다 작

은 desired settling time 경우, 앞섬 필터를 사용한 경우 정

착 시간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이전에 언급했

듯이 짧은 이송시간을 갖는 위치 프로파일은 앞섬 필터 다

이나믹스의 고주파 영역을 가진시켜 진동을 유발하게 된다. 
이러한 진동이 정착시간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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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필터의성능. 
Table 2. Performance of filters.

제어기
정착시간

td=0.05sec
추종오차

td=0.05sec 제어기차수

No filter 0.1295 0.0047 -
ZMETC 0.1150 5.214e-004 6차

ZERO-ORDER 0.1165 4.472e-004 6차
ZPETC 0.1175 3.132e-004 9차

표 2는 실험에 대한 요약을 나타낸다. 표에서 정착 성능

은 ZMETC가, 추종오차 성능은 ZPETC가, 그리고 제어기

차수는 ZMETC와 ZERO-ORDER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 3가지 성능을 종합해 볼 때 ZERO-ORDER 급수

근사화기법이 가장 최적에 성능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갠트리 타입 직교 로봇의 고속/고정밀화

를 위해 로봇의 기구/위치 프로파일/제어기 측면에서 모두

고려하였다. 첫 번째 갠트리 로봇 기구부는 위치 제어 성능

에 저해하는 커플링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회전형듀얼 서

보 타입으로 개발하였다. 두 번째 고차 위치 프로파일 사용

시 단거리 이송 시 큰 저크가, 장거리 이송 시 큰 속도가

요구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저크 감소를 위해 위치 프

로파일의 차수를 증가시키면 가속도가 증가하여 큰 토크의

구동기가 요구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갠트리 이송 로봇의

이송거리 적용 대상에 따른 구동기 선정 기준을 제시하였

다. 그리고 고차 위치프로일과 사다리꼴의 가진 대역을 비

교 분석하였고 잔류 진동 저감을 위한 이송 프레임의 강성

설계 기준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규명을 통하여

앞섬 필터를 사용하여 출력의 시간지연을 감소시킬 수 있

었다. 이러한 시간지연 감소는 추종오차와 정착시간을 감소

시켰고, 시스템 규명을 통해 전체 시스템(모터, 모터 드라

이브 포함)을 최적으로 모델링하여 제어기를 설계하면 원

하는 성능과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3가
지 앞섬 필터를 추종오차, 정착시간 필터 차수에 대해 종합

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영-차수 급수 필터가 최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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