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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산업용 로봇은 년대 개발 이후 지속적으로 생산환경1960

에 적용되어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현대의.

생산 환경은 로봇 단독으로 동작하며 안전을 이유로 사람

의 접근은 금지되어 있다 울타리를 치고 적절한 안전조치.

를 취한 후 사람과 격리하여 동작을 해야만 한다.

하지만 미래의 로봇은 사람과 같이 일하며 협업을 할 것

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로봇의 오. .

동작에도 사람을 상해하지 않아야 하며 부가적으로 가능한,

사람과 유사한 동작성을 가짐으로서 거부감이 없어야 한다.

작업자의 거부감은 작업자의 생산 능률을 떨어뜨리는 효과

를 가져온다 또한 작업성 면에서 사람과 유사한 크기와 자.

유도를 가지는 경우 외부 작업 공간의 큰 변화 없이 바로

적용이 가능해 적용성이 크게 올라가는 장점이 있다 이런.

이유로 산업용 양팔로봇의 개발에 많은 연구자들이 집중하

고 있다 산업용 양팔로봇은 사람과 유사하게 두 개의 팔을.

가지고 두 팔을 이용하여 지그 없이 하는 작업이나 양, (Jig)

팔간 협조작업 등을 쉽게 할 수 있다 또한 작업공간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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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과 유사하기 때문에 기존 산업용 로봇을 적용하지 못하

던 조립 등의 복잡공간을 요하는 작업에 적용될 것으로 기

대되고 있다[1,2].

일본의 는 이미 시장에서 상용으로 구매 가능Yaskawa

한 시리즈를 출시하여 산업용 양팔로봇 시장을Motoman

선도하고 있다 또한 고기능을 가진 나 의. , Baxter ABB

등이 상용으로 출시되어 시장에서 접근하기가 용이해YUMI

졌다 국내에서도 한국기계연구원이 국책사업으로 양팔로봇.

를 개발하였다AMIRO [2,3].

기존에 수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로봇의 어깨에 대한 연,

구는 드물었다 어깨 보다는 어깨를 제외한 팔에 대한 연구.

가 주류였다 어깨에 대해서는 소수의 연구가 있었으며 주.

로 시물레이션 및 분석에 그쳤다 실제 구현은 에서 축. [4] 3

구현을 한 것이 유일하다 이론적으로 인간의 어깨는 자유. 6

도를 가지며 이런 여유자유도를 이용하여 인간은 자연스럽

고 부드러운 팔동작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장점은 많[5].

지만 실제 자유도를 어깨처럼 좁은 공간에 밀집하여 구현, 6

하는 것은 어렵다 기존 양팔로봇의 경우 겨우 축 정도를. 2

어깨부위에 탑재하는 것이 한계다 이는 현실적으로 모터와.

기어 등의 구동 부품을 어깨부위에 적용할 경우 공간을 극

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유도를 다 포함하는 사람의 어깨 구조6

를 모사한 메커니즘을 소개하고자 한다 개발한 어깨 메커.

니즘은 사람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다 한편 강철 와이어를. ,

텐던으로 사용하여 각 축을 구동하여 어깨부의 경량화를

텐던 구동 기반 여유자유도를 가지는 로봇의

어깨 메커니즘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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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operation and collaboration with robots are key functions of robotic utility that are currently developing. Thus,

robots should be safe and resemble human beings to cope with these needs. In particular, dual-arm robots that mimic human

kinetics are becoming the focus of recent industrial robotics research. Their size is similar to the size of a human adult;

however, they lack natural, human-like motion. One of the critical reasons for this is the shoulder complex. Most recent

dual-arm robots have only 2 degrees of freedoms (DOFs), which significantly limits the workspace and mobility of the

shoulders and arms. Therefore, a redundant shoulder complex could be very important in new developments that enable new

capabilities. However, constructing a kinematically redundant shoulder complex is difficult because of spatial constraints.

Therefore, we propose a novel, redundant shoulder complex for a human-like robot that is driven by flexible wire tendons. This

kinematically redundant shoulder complex allows human-like robots to move more naturally because of redundant DOFs . To

control the proposed shoulder complex, a hybrid control scheme is used. The positioning precision has also been considered,

and the ability of the shoulder complex to perform several human-like motions has been ver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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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었다 이런 가벼운 무게와 텐던 자체의 탄성으로 기본.

적으로 안전성을 갖추었다[6,7].

어깨 메커니즘은 양팔로봇 적용을 목적으로 오른쪽과

왼쪽 쌍으로 구현되었지만 본 연구에서 실제 구동은 오른,

팔 부위의 어깨 메커니즘만 사용한다 최종적으로 사람과.

유사한 동작을 보이고 개발한 축 제어알고리즘의 성능을,

보인다.

여유자유도를 가지는 어깨 구조 설계II.

사람의 어깨는 크게 상완골 자유도 견갑골 자유도 총3 , 3 ,

자유도를 가진다 실제로 사람은 팔은 움직이지 않은채 어6 .

깨만 움직이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어깨의 유연한 자유도.

를 구현하고자 하는 연구는 과거에도 소수 있어왔다[4,5,8].

하지만 이론적 연구에만 그치고 실제 구현은 하지 못했다.

이는 하드웨어 구현의 복잡성에서 유래한다.

그림 처럼 사람의 어깨는 견갑골과 상완골로 나누어지1

며 각각 축씩을 가진다 견갑골의 축은 사람이 팔은 고정3 . 3

한 체 어깨움직임을 가지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실제 동.

작에서는 상완골의 기구학적 동작을 확장시키거나 힘을 증,

대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사람이 팔을 옆으로 올리는. ,

행위는 상완골에서는 옆으로 정도가 한계인데 견갑골90° ,

의 추가 자유도를 이용하여 위로 혹은 그 이상의 동180°,

작이 가능하다 일반적인 양팔로봇이나 휴머노이드에서[9].

는 상관골의 축 중 축을 어깨부에 구현하는 것이 전부다3 2 .

본 연구에서는 견갑골과 상완골을 전부 구현하기 위해서

축단위로 기본 구현을 하여 중첩하는 방법으로 축을 구3 6

현하였다 기본적으로 축 구현을 위해서 개의 회전 관절. 3 1

과 개의 유니버설 조인트를 사용했다 이론적으로는 볼 조1 .

인트를 사용하면 제일 좋지만 볼 조인트를 사용할 경우 현,

재의 기술로는 약한 강성과 좁은 회전반경의 단점이 있다.

이런 축 구조를 중첩하여 그림 와 같은 기구학적 구성3 2

을 하였고 세부 구현은 그림 과 같이 하였다 척추부터 회3 .

전 관절 유니버설 조인트 회전 관절 유니버설 조인트 순, , ,

으로 구현하였다 각 축에는 소형 엔코더를 장착하여 위치.

정보를 획득하도록 하였다 그 외 구동에 관련된 모터 기. ,

어 등은 몸통에 위치시키고 텐던을 이용하여 어깨의 각 축

을 구동하도록 구현하였다 각 축 구동에는 각 개씩의 텐. 2

던을 사용하였다 수술로봇 다빈치나 등과 달리 한 축. WAM

에 개의 텐던을 이용하여 형태로 구동함2 Antagonistic pair

으로서 변화를 주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compliance .

구조는 인공근육을 이용한 과Antagonistic pair actuation [9]

같은 로봇에서 사람과 유사한 구동 메커니즘을 구현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한다 단점은 자유도에 비해서 과도한 구.

동기가 사용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본 개발에서는 구동기들.

을 몸통에 내장함으로서 이런 단점을 극복하였다.

실제 구현한 어깨 메커니즘은 그림 와 같이 구현되었4

다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몸통의 경우 공간을.

여유있게 배치하였고 어깨를 제외한 팔 부분은 현재 단계,

에서 구현하지는 않았다.

텐던을 관절에 리빙 하는 방법은 보통 다수의(reeving)

풀리와 기구물을 이용해서 로봇에 밀착하는 방법을 사용하

지만 본 연구에서는 보덴케이블을 사용하였다 즉 자전거, . ,

의 브레이크 라인과 같이 외부에 텐던 리빙을 위한 유연한

성분의 관을 위치시키고 그 속으로 텐던을 위치시켰다 이.

렇게 하면 기구적으로 간단해지고 작게 구현하는 것이 가,

능해진다 에서도 보덴케이블과 유사한 구동 방법이 사. [10]

용되었지만 실제 구현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사람의 손에, ,

대한 시뮬레이션에 그쳤다 보덴케이블을 사용하면 텐던과.

튜브 간에 간격이 존재하여 정확한 위치를 알기 힘든 단점

이 있다 본 개발에서는 관절 축에 엔코더를 장착했기 때문.

에 보덴케이블을 사용함에 따른 위치오차는 실제 제어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그림 1. 어깨의기구학적자유도.

Fig. 1. The kinematic description of human shoulder.

그림 2. 개발한어깨메카니즘관절배치도.

Fig. 2. Joint implementation of the developed shoulder complex.

그림 3. 어깨메카니즘설계및사람어깨와의비교.

Fig. 3. Design of shoulder complex compared to human shou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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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실제구현된어깨메커니즘.

Fig. 4. Developed shoulder mechanism.

개발된 어깨의 자유도에 대해서6 index   으로 정

의할 때 각 링크의 길이는 그림 에서 보이듯이, 5

  ,   ,   ,   ,

 이다 어깨 넓이는 성인 남성보다 조금 큰 편이.

다 현재는 프로토타입으로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서 사람크.

기로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어깨 구조의 관절 운동.

범위는 아래와 같다 어깨 운동 범위가 넓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 있는데 실제 사람의 경우도 운동범위가 넓지 않,

다 예를 들어 팔을 옆으로 해서 위로 들어올리는 동작을.

할 경우 도로 들어올리는 것이 가능한데 이는 상완골과, 90 ,

견갑골의 관절이 동시에 동작해서 가능한 것이다 즉 두 개.

관절의 동작이 합쳐져서 도 정도의 운동 범위가 나오는90

것이다.

텐던 구동 어깨 메커니즘의 제어III.

개발한 로봇의 어깨 메커니즘은 산업용 로봇에 사용되는

것을 최종목적으로 한다 일반적인 동역학 모델에 근거한.

출력 제어 알고리즘은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제어와torque

고성능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힘들다, .

질량 중심 관성 등의 동역학 변수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

이 불가능하며 구동계의 토크상수 마찰상수 등을 정밀하, ,

게 획득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오차.

들은 로봇의 진동 및 저정밀도 등을 심각하게 유래하게 된

다 서술한 이유로 위치 정밀도만을 고려하는 산업용 로봇.

에서는 동역학기반 제어보다는 기구학기반 제어가 적합하

다 개발한 어깨 메커니즘 제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하.

이브리드 개념을 적용하였다 중력보상을 통해서 상당 부분.

의 동역학 제어에 필요한 를 상쇄하고 위치 정밀도는torque

엔코더 피드백을 이용하여 제어를 수행하였다 이 경우PID .

에도 중력보상의 정밀도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후단의, PID

제어기를 통해서 위치 정밀도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기구적인 강성의 한계로 일반 산업용 로봇과 같은 정,

밀도 확보는 불가능하다.

각 축 제어를 위한 제어 알고리즘은 그림 과 같은 개념6

을 가진다 관절 각도. 는 지면에서 수직방향이 원점으로

이다 시계방향은 양의 값 반시계방향은 음의 값을 가진0 . ,

다 현재 위치. 
′에서 목적 값 로 이동할 때 필요한 축

값은 앞서 서술한 중력보상을 위한torque torque 




와 위

치 제어를 위한 출력PID torque 


로 분리되어 계산된

다. Torque 




와 Torque 




와의 관계는 아래 식 과 같(1)

이 정의된다.







 





(1)

그림 5. 정역학변수및각링크별좌표계설정.

Fig. 5. Kinematic parameters, frame assignments for shoulder

complex.

표 1. 개발한어깨구조의관절운동범위.

Table 1. Motion range of each joints in shoulder complex.

조인트 운동 범위

Joint 1 -60° ~ 140°

Joint 2 -45° ~ 55°

Joint 3 -45° ~ 55°

Joint 4 -90° ~ 140°

Joint 5 -25° ~ 90°

Joint 6 -25° ~ 90°

그림 6. 에기반한 축제어를위한기Antagonistic pair actuation 1

본개념도.

Fig. 6. Basic control concept for a degree of freedom axis actuated

with antagonistic pair ac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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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Antagonistic pair actuation

정상토크 




가 




,




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축 구동에.

있어서 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즉 최종 관절compliance . ,

출력 토크에서는 상쇄되어 나타나지 않지만, 




와

는 역의 관계로 영향을 준다 그 관계는 단순compliance [9].

하지 않으며 기계적 특성 텐던의 특성 등에 의존적이기 때,

문에 관계식과 변수를 구하는 과정은 상당히 난해하다 본.

연구에서는 




에 따른 관계는 논하지 않으며compliance ,

동작에 영향을 주지 않는 




값을 실험적으로 설정하여

사용하였다.

전 영역의 에 대해서 


와 


는 식 의 관계로 결(2)

정된다 에서. (2)  ,는 식 과 에서 정의된다(3) (4) .




 













 








 

(2)

   i f ≥ 
 i f   

(3)

    i f ≥ 
  i f   

(4)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역기구학 관계에 의해서 을jacobian

이용해서 목적 위치에 도달하기 위한 각 관절의 값을task

구하고 매 제어주기마다 현재 위치 기준으로, 


을 계산하

여 각 관절에 입력으로 준다 이렇게 하면 동역학 관계에. ,

의한 비선형 성분의 상당 부분이 감쇄되고 짧은 시간의 선

형구간 이동에 필요한 만 추가해주면 된다 이런 짧은torque .

선형구간 이동에 필요한 는torque 




를 적용하여 위치오

차를 최소화 하고자 하였다 이 때 매 제어 주기마다 실 출.

력토크 





은 혹은 둘 중 하나에서만 출tricep bicep

력된다 이 관계를 정리하면 식 와 같이 표현된다. (2) .

중력 보상을 위한 


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의 위치에(5)

너지 를 구해야 한다 여기서. 와 는 상수이고 어깨,

구조의 움직임에 따른 각 링크의 무게중심의 높이 만 결

정하면 된다.

 
  



 (5)

 는 에 의해서 결정된다(6) .

 











  i f   


 




  i f ≥ 

(6)

위 식에서 는 각 링크의 설정 좌표계 사이의

이고homogeneous transform , 
은 링크 과 해당 링크

의 무게중심 간의 이다homogeneous transform matrix . 는

구해진 링크의 상의 좌표 값과homogeneous transform matrix

회전 에서 무게중의 높이에 해당하는matrix 축 성분만을

추출한다 개발된 어깨 구조에서는 그림 의 을 기. 5 Frame 0

준으로 높이 를 결정하였다.

어깨 구조 구동 실험IV.

여유자유도 동작 실험1.

개발한 어깨 메커니즘이 실제 사람과 유사한 동작이 가

능한지 실험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어깨의 여유 자유도를.

이용한 동작을 보이기 위해서 그림 의 네 개 동작에 대해7

서 사람과 유사한 동작을 취하고 유사성을 확인하였다.

사람이 손을 올리고 인사를 하는 동작 어깨를 으쓱하는,

동작 축처진 어깨 등을 어깨의 여유자도를 이용하여 모사,

해보았다 그림 에서 보이듯이 개발한 어깨 구조를 이용하. 7

여 기존의 로봇보다 훨씬 자연스러운 동작을 취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실 이런 어깨의 동작은 기존 로.

봇으로는 불가능한 동작이다 어깨 자유도가 많은 경우에도.

자유도에 불과하여 앞뒤 동작과 위아래 동작을 조합한2 · ·

극히 제한적인 동작만이 가능하다.

축 제어기 성능 실험2.

본 연구에서 어깨 메커니즘에 적용한 축 제어기의 성능

을 확인해 보았다 어깨 메커니즘 자체의 강성은 일반 산업.

용 로봇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텐던으로 구동하는 방법,

은 진동과 텐션 때문에 정밀한 제어 성능을 확보하는 것은

힘들다 개발한 어깨 메커니즘은 사람과 협업하는 환경에서.

안전성을 답보하고 저정밀의 간단한 등의 작, pick and place

업으로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할 수 있다.

어깨 메커니즘은 가운데 척추부위에 베이를 두고 뻗어나

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축과 축에서 가장 많은 가, 3 6 torque

필요하고 오차가 많이 발생한다 각 축에 대해서 간단하게.

도씩 팔을 위로 들어 올리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예상대40 .

로 축에서 최대 오차가 발생하였다 그림 과 같이 의3 . 8 0~40

각도를 반복적으로 따라가는 궤적에 대해서 그림 와 같이9

오차가 발생하였다 최대 도 정도의 큰 오차가 발생하였. 3

다 정상상태 오차도 도 정도였다 그림 에서 초 근. 0.5 . 8 32.5

처에서 목표 궤적의 튐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그림 의 오, 9

그림 7. 개발한어깨메커니즘과사람과의유사동작.

Fig. 7. Similarity between human and the developed shoulder

complex.



텐던 구동 기반 여유자유도를 가지는 로봇의 어깨 메커니즘 구현 857

그림 8. 축관절제어기성능실험궤적3 .

Fig. 8. Trajectory of axis 3 for performance test.

그림 9. 축관절제어실험궤적추종오차3 .

Fig. 9. Trajectory following error at the axis 3.

차도 초에서 으로 튄다 이는 운용상의 특징으로 실험32.5 0 . ,

에서 목표 궤적을 분할해서 입력했기 때문이다 즉 현재. ,

관절 값에서 도로 초간 움직이는 목표 궤적과 현재 관40 5 ,

절 값에서 으로 초간 움직이는 목표 궤적을 번갈아가며0 5

입력으로 주었다 이 때 보간기에서 현재 관절 값을 기준. ,

으로 앞으로 초간의 관절 목표 값을 생성한다 그림 의5 . 8

초에서 관절 목표 값이 튀는 것은 그 시점에서 현재32.5 ,

관절값을 기준으로 관절값 으로 이동하는 명령이 내려졌0

기 때문이다 그 순간은 현재 값과 목표 값이 일치하기 때.

문에 그림 의 오차도 으로 급격히 수렴하게 된다 축의9 0 . 6

경우 축과 동일한 그림 의 실험에서 그림 과 같은 오3 10 11

차가 발생하였다 부하가 작기 때문에 축 보다는 적은 오. 6

차가 발생하였다 최대 도 정도의 오차와 정상상태 오차. 2

도 이내의 성능을 보여주였다0.2 .

나머지 축의 성능은 축 보다는 좋았다 특히 축의 경3,6 . 2

우 원점자세에서 단순히 좌우로 회전하는 특정 동작의 경

우 가 최소로 사용되기 때문에 거의 에 가까운 정상torque , 0

상태 오차와 최대 도 이하의 오차를 보였다0.5 .

그림10. 축관절제어기성능실험궤적6 .

Fig. 10. Trajectory of axis 6 for performance test.

그림11. 축관절제어실험궤적추종오차6 .

Fig. 11. Trajectory following error at the axis 6.

결론V.

본 연구에서는 사람의 어깨와 유사한 메커니즘을 텐던

구동 방법을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어깨에 자유도를 구현. 6

하고 최대한 밀집하여 구현함으로써 사람과 유사한 어깨

모션이 가능한 메커니즘을 구현하였다 다만 제어에 있어. ,

서는 텐던의 진동과 메커니즘의 강성 문제 등으로 일반 산

업용 로봇과 같은 정밀한 결과를 얻을 수는 없었다 하지.

만 어깨 메커니즘이 목표로 하는 응용이 사람 옆에서 저정,

밀의 단순한 작업을 도와주는 것임을 고려하면 충분한 성

능을 보였다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제어정밀도를 올림으.

로써 다양한 분야에 쓰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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