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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최근 산업용 로봇 분야 중에서 델타로봇 은 주로 고[1-3]

속포장 작업 자동화에 많이 적용되고 있으며 정밀도를 요

구하는 프린터 분야에도 적용되고 있다 고속 포장 작3D .

업 자동화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고속 비전 영상처리 시스

템 또는 센서 시스템과 통신하여 컨베어어와 연동작업을

하므로 속도뿐만 아니라 정밀도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3D

프린터 분야에서는 작업물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높은

정밀도가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 관련된 연구로 델타로봇 오차 모

델링에 관한 연구 가 있다 연구 에서 로봇의 오차를[4] . [4]

계통오차와 우연오차 요인으로 크게 두가지 종류로 구분하

고 있다 계통오차는 주로 제작시 발생하는 가공 오차 조. ,

립오차 등과 같은 기구학적으로 모델링이 가능한 오차를

말하고 우연오차는 주로 작업시 발생하는 외란 변형 백래, , ,

시 등과 같이 모델링이 불가능한 오차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모델링이 가능한 계통오차를 설계단계에

서 최적화하기 위해 각 파라미터의 공차가 발생시키는 오

차를 분석하였다 이 결과를 적용하면 병렬로봇의 설계단. ,

계에서 매우 엄격하게 공차를 유지해야하는 요소와 상대적

으로 덜 엄격하게 공차를 유지하더라도 기계적 정밀도에

영향을 적게 미치는 요소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더욱 효과

적으로 병렬로봇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 Corresponding Author

Manuscript received August 29, 2016 / revised September 18, 2016 /

accepted September 20, 2016

박찬훈 김두형 도현민 최태용 박동일 김병인 한국기계연구원, , , , , :

로봇메카트로닉스연구실

(chpark@kimm.re.kr/kdh649@kimm.re.kr/hmdo@kimm.re.kr/taeyongc@

kimm.re.kr/parkstar@kimm.re.kr/kimbi@kimm.re.kr)

자유도 병렬로봇의 기구학 및 설계 파라미터 정의II. 3

델타로봇 기구학 은 역 기구학과 정 기구학으로 나눌[5]

수 있다 역방향기구학은 끝단의 위치 가 주어질 때 능. (Pc) ,

동 조인트 즉 모터의 회전각을 계산하는 것이고 정 기구, ,

학은 반대로 모터의 회전각이 주어질 때 끝단의 위치를 계,

산하는 것이다 직렬로봇의 경우 정 기구학이 쉽고 역[4][6].

기구학이 어려우나 병렬로봇인 델타로봇의 경우 쌍대성 원

리 에 의해 역기구학 은 쉬우나 정기[5][7] (Inverse kinematics)

구학 은 어렵다 따라서 정 기구학은 수(Forward kinematics) .

치해석적인 방법을 통해 해를 구한다.

델타형 로봇의 위치 속도 그리고 가속도 해석을 위해,

병렬로봇의 설계공차 설정에 따른 기계적 정밀도의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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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병렬로봇의좌표계정의.

Fig. 1. Definition of Coordinates of parallel kinematic ro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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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과 같이 기구 파라미터를 정의한다 로봇의 베이스2 .

플랫폼의 중앙에 원점 를 가지는 좌표계 를{b} , Traveling

중앙에 좌표계 를 정의한다 좌표계 의plate {p} . {b} 축 방

향에 첫 번째 암이 설치되고 반시계 방향 간격으로120°

각각 두 번째 세 번째 암이 설치된다 해석을 위해 그림, . 1

의 델타 로봇 암의 링크를 그림 와 같이 단순화하여 모델2

링한다.

그림 의 단순화 모델을 통해서 각 암의 운동 구속식을2

식 과 같이 표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로봇 끝단의 위(1) ,

치를 구할 수 있다.

(1)

본 연구에서 해석하고자 하는 설계 파라미터는 그림 과3

같이 정의 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중앙 회전축에 의한.

회전 각도는 모터에 의한 직접적인 회전으로 간주하여 오

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무시하고 해석한다.

오차 해석 방법 정의와 해석 프로그램의 개발III.

일반적인 직렬기구의 오차는 각 관절들이 직렬로 연결되

므로 공차에 의한 오차 또한 누적되는 경향을 가지는 것이

자명하다 그러나 병렬기구인 델타로봇은 각 관절이 병렬로.

연결되므로 오차가 누적되지 않고 평활화되는 경향이 있어

단편적으로 예측하기 어렵다 또한 델타로봇은 원점과 작업.

위치의 거리에 따라서도 공차가 발생시키는 오차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를 고려한 해석을 수행할 필요.

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작업이 수행될 것으로 판단되는 위

치를 선정하여 그 위치에서 설계 공차에 의해서 발생하는

위치 오차를 해석하고 관찰한다.

위치 오차 해석은 그림 와 같은 의 측정위치에4 P1~P9

대해서 각 파라미터 개만이 상한하한 공차를 가질 때와1 /

모든 파라미터가 상한하한 공차를 가질 때의 로봇 말단의/

위치 오차를 해석한다 의 위치는 다음과 같이 설정. P1~P9

한다.

1) 의 위치는 작업 공간의 중심 위치로 설정한다P1 .

2) 각 위치는 사용자에 따라 관심이 있는 임의의 위치로

수정 가능하다.

개발된 오차 해석 알고리즘을 시각화하여 간단히 정리하

면 그림 와 같다 위첨자 는 공차의 상한을 는 하한을5 . u d

나타낸다. 
은 해석을 진행하는 로봇의 말단 위

치를 의미하며 은 에 도달하기 위해 역기구학을 풀어

서 계산된 조인트 각도를 의미한다.

그림 2. 그림 의병렬로봇의단순화모델1 .

Fig. 2. Simple model of the parallel kinematic robot of Fig. 1.

그림 3. 해석파라미터의정의.

Fig. 3. Definition of kinematic parameter for analysis.

그림 4. 위치오차분석을위한해석위치정의.

Fig. 4. Definition of analaysis points for absolute error analysis.

표 1. 위치오차해석을위한공차의명칭정의.

Table 1. Definition of position error analysis.

설계값 공차 해석

베이스 조인트 옵셋 


 ′






베이스 조인트 각도 


 ′






베이스 반지름 


 ′






플렛폼 반지름 


 ′






모터 설치 높이 


 ′






암 길이 


 ′






레그 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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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오차분석순서.

Fig. 5. Flow chart of error analysis.

오차 해석 방법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우선 각각의 점에서 입력한 링크 길이공차가 모P1~P9 (

두 정보로 역 기구학 해석 수행한다 그 해석 결과‘0’) .

로 각 위치에 도달하기 위한 목표 모터의 각도를 찾P

는다.

2) 각 변수에 입력한 상하한 공차를 기구학에 적용하여/

공차에 의해 로봇 말단에 기구학적 오차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한다.

3) 에서 구한 능동조인트 각도를 입력으로 하는 순방향1)

기구학을 수행하여 위치를 구한다.

4) 오차에 따라 변화되는 위치 궤적을 계산한다.

5) 오차를 정량적으로 표현한다. (



′

)

표 에서 구한 모터 각도와 공차가 포함된 링크 길이( 1

를 이용하여 순방향 기구학 해석한 결과는 각 공차에

의한 오차가 발생된 툴의 위치(
′ 

  ⋯ 를 의미)

하게 된다 이때 변화된 위치를 거리. (Distance,

∥


′

∥ 로 나타낸다) .)

그림 6. 디자인파라미터를고려해서기계적정밀도를계산하

기위해개발된프로그램.

Fig. 6. A developed program to compute mechanical precision

considering design parameters.

6) 각 파라미터에 대해 동일방법으로 반복하여 구한다.

7) 여러 개의 공차를 중복하여 적용하였을 경우에는 각각

의 공차의 조합 중 최대오차를 발생시키는 조합을 적용

하였을 경우의 에서의 최대 오차를 표현한다 그 외.

개별 공차를 적용한 경우는 상한공차만 적용하거나 하

한공자만 적용하는 두 경우에 대해 결과를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의 해석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여러5

가지 디자인 파라미터와 공차의 상하한을 고려하여 기계적

정밀도의 변화를 계산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시각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그림 본 논문에서 보여 지( 6).

는 해석 결과는 모두 본 프로그램을 수행하여 얻어진 결과

이며 이미지는 본 프로그램에 표시되는 표 및 그래프를 캡

처한 것이다.

오차 해석 결과 분석IV.

본 연구를 통해서 나온 해석결과는 소형 델타로봇을 제

작하는데 적용될 것이다 해석결과를 위해 적용된 설계 파.

라미터는 표 와 같다 위치 오차 분석을 위한 측정 포인트2 .

는 표 로 정의하여 해석하였다3 .

우선 위치 오차 분석에 관해 분석하였다 위치 오차 분.

석은 설계 파라미터에 상하한 공차를 각각 적용하여 분석/

한다 이때 오차는 위치의 변화에 을 취하여 계산되므. Norm

표 2. 병렬로봇설계파라미터.

Table 2. Design parameter of parallel ro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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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거리의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오차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에 기반C++

하여 해석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본 논문에서는 해석결,

과의 분석 파트에서는 해당 프로그램에 의한 해석결과 화

면을 사용한다.

1) 베이스 조인트 옵셋(

에 상하한 공차가 있) / 0.02mm

을 경우 그림 과 같이 해석 위치 과 위치 에서: 6 P7 P9

의 오차가 가장 크게 발생하였다 베이스 조인0.04mm .

트 옵셋(

이 발생한 방향과 일치하는 수직 작업공간)

에서 오차가 매우 크게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설.

계상에서 발생한 오차에 비해서 실제로 반영되는 위치

오차가 증폭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2) 베이스 조인트 각도(

에 공차가 있을 경우) ±0.02° :

해석 위치 에서는 오차가 나타나지 않고 위치P1 P2~ P9

전체에서 매우 고른 오차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

크기는 이다 따라서 베이스 조인트 각도0.060~0.067mm .

의 오차는 작업공간의 전체 영역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베이스 반지름(

에 공차가 있을 경우) ±0.02mm : P1~

위치에서 의 오차가 발생한다 따라서P9 0.014~0.018mm .

베이스 반지름 각도의 오차는 작업공간의 전체 영역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베이스 반지름.

에서 발생한 오차가 로봇의 정밀도 측면에서 증폭되어

나타나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4) 플랫폼 반지름(

에 공차가 있을 경우 해) ±0.02mm :

석 위치 위치에서 의 오차가 발생P1~ P9 0.014~0.018mm

한다 따라서 플랫폼 반지름의 치수 오차는 작업공간의.

전체 영역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플.

랫폼 반지름의 치수 오차가 정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

도는 베이스 반지름의 치수 공차가 영향을 미치는 정도

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플랫폼 반지름에.

서 발생한 오차가 로봇의 정밀도 측면에서 증폭되어 나

타나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5) 모터 설치 높이(

에 공차가 있을 경우 해) ±0.02mm :

석 위치 위치에서 최대의 오차P3, P5, P7, P9 0.054mm

의 오차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작업공간의 아.

래쪽으로 갈수록 모터 설치 높이에 의한 오차의 영향이

심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모터 설치 높이에서.

발생한 오차가 로봇의 정밀도 측면에서 증폭되어 나타

남을 알 수 있다.

6) 암 길이(

에 공차가 있을 경우 해석 위치) ±0.02mm :

위치에서 최대의 오차 의 오차P3, P5, P7, P9 0.0276mm

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작업공간의 아래쪽으.

표 3. 위치오차분석을위한측정포인트정의.

Table 3. Definition of measure points for position error analysis.

측정 위치
값

X Y Z

P1 0 0 -300

P2 -100 100 -250

P3 -100 100 -350

P4 -100 -100 -250

P5 -100 -100 -350

P6 100 100 -250

P7 100 100 -350

P8 100 -100 -250

P9 100 -100 -350

그림 7. 

의공차에의한위치오차.

Fig. 7. Absolute error caused by

.

그림 8. 

의공차에의한위치오차.

Fig. 8. Absolute error caused by

.

그림 9. 

의공차에의한위치오차.

Fig. 9. Absolute error caused by

.

그림10. 

의공차에의한위치오차.

Fig. 10. Absolute error caused b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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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갈수록 암 길이 오차의 영향이 심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 레그 길이(

에 공차가 있을 경우 해석 위) ±0.02mm :

치 위치에서 의 오차가 발생한다P1~ P9 0.045~0.071mm .

작업공간의 아래쪽으로 갈수록 암 길이 오차의 영향이

심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레그 길이에서 발생.

한 공차가 로봇의 정밀도 측면에서 매우 심하게 증폭되

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8) 모든 파라미터에 상하한 와 의 공차가/ 0.02mm ±0.02°

최악으로 주어진 경우 그림 를 보면 전반적으로는: 12

위치에서 매우 큰 위치오차가 발생하고P3, P5, P7, P9

최대의 오차 의 오차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0.134mm

있다 또한 각각의 단일 오차 중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오차가 베이스 각도 및 레그길이 오차인데 모,

든 공차가 전부 영향을 미지는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에

이들 공차에 의한 영향의 배까지 위치오차가 발생함을2

알 수 있다 또한 각각의 오차의 영향이 선형적으로 누.

적되지는 않는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에서. 12

녹색은 베이스옵셋 하늘색은 베이스 각도 노랑색은 베, ,

이스 반지름 붉은색은 플랫폼반지름 녹색은 모터설치, ,

높이 남청색은 암길이 어두운 노란색은 레그길이 보, , ,

라색은 모든 종류의 에러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9) 모든 파라미터에 상하한 와 의 공차가 최/ 0.04mm ±0.02°

악으로 주어진 경우 공차의 상하한이 인 경: / ±0.02mm

우에 비하여 공차의 상하한이 인 경우에는 발/ ±0.04mm

현되는 위치 오차가 배로 되는 선형성이 나타난다2 .

결론V.

본 연구에서는 고속 소형 병렬로봇의 설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파라미터를 그림 과 같이 선정하고 이들 파라미터3

의 실제 가공상 발생할 수 있는 기구학적 치수 공차의 상

하한을 규정한 다음 이들 공차 허용 범위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로봇 말단의 위치 정밀도 위치 에러로 분석함를( )

관찰하였다 이를 통해 각각의 설계 파라미터의 공차의 상.

하한이 얼마나 로봇의 최종 정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과정에서는 각각의 파라미터의 공차의 상.

하한이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과 전체 파라미터의 공차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에서 최악의 경우에 나타나는 최종

위치 에러를 모두 관찰하였다.

일부의 설계 파라미터의 공차레그길이는 로봇 말단의( )

정밀도에 크게 증폭되어 나타났으며 일부의 설계파라미터,

들의 공차플렛폼 반지름과 베이스 반지름는 최종정밀도에( )

미치는 영향이 동일하였다 또한 일부의 설계 파라미터들의.

공차는모터 설치 위치 베이스 반지름 플랫폼 반지름 베( , , ,

이스 조인트 각도 작업공간 전체에 거의 고르게 영향을)

그림11. 

의공차에의한위치오차.

Fig. 11. Absolute error caused by 

.

그림12. 

의공차에의한위치오차.

Fig. 12. Absolute error caused by 

.

그림13. 

의공차에의한위치오차.

Fig. 13. Absolute error caused by 

.

그림14. 모든파라미터의공차가있을경우위치오차상하한( /

와0.02mm ±0.02°).

Fig. 14. Absolute error caused by all kind of design tolerance.

그림15. 모든파라미터의공차가있을경우위치오차 상하한( /

와0.04mm ±0.04°).

Fig. 15. Absolute error caused by all kind of design tole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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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쳤으나 일부의 파라미터의 공차베이스 조인트 옵셋는( )

작업공간상의 특정 방향으로 에러를 더 크게 유발시킨다는

것이 관찰되었다 또한 설계 파라미터 개별의 오차가 조합.

되어 오차를 발생시키므로 모든 공차 적용시 오차가 가장

큰 오차를 나타내지만 모든 개별 오차의 합은 아닌 것이

확인되었다 즉 직렬로봇과 달리 병렬 로봇의 특징에 따라. ,

서 오차가 선형적으로 누적되는 것이 아니라 평균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가장 심각하게 로봇의 말단 오차에 영향을 주는 설계 파

라미터의 순서는 레그길이 베이스각도 모터설치높이 순이> J >

다 또한 베이스 및 플랫폼 반지름은 동일 오차를 유발하며.

오차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따라서 설계시 설계 비용.

절감을 위해 공차를 느슨하게하여 설계하더라도 레그길이

와 관련한 설계 공차는 엄격하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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