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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재 자동화 공정에서 리 쓰이는 델타 로 을 가형 DC 모터로 제작  제어하는 방법을 제

안한다. 델타 로 의 기구학  동역학을 해석하여 시뮬 이션을 한 후, 이를 기반으로 가형 DC 모터를 선

정하 다. 실험을 통하여 모터의 특성 값들을 획득하고 제어 이론을 용하여 류- 치 Cascade 제어 시스템

을 설계하 다. 설계한 시스템의 성능을 검증하기 해서 델타 로 의 말단효과장치의 목표 경로를 설정하여 

실험을 진행하 다. 실험을 통하여 가형 모터를 사용함으로서 발생하는 문제 들을 보상 알고리즘을 설계하

여 극복하고 End-effector의 치 제어 성능을 입증하 다.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method of designing and controlling delta robots with low-cost DC motors, which are widely 

used in the automation process. Simulation was performed by interpreting the mechanics and dynamics of the delta 

robot, and based on this analysis, low-cost DC motor was selected. Experiments were conducted to obtain characteristic 

values of motors and the current-position cascade control system was designed and implemented. In order to verify the 

feasibility of the proposed system, the experiment to check that the end-effector of the delta robot follows the target 

path was progressed. Through the experiment, the limitations of using low-cost motors were overcome by designing 

compensation algorithms and the performance of the position control was verified.

키워드

DC Motor Cascade Control, DC Motor Characteristic Parameter Estimation, Delta-type Parallel Robot, Kinematics & 

Dynamics model, Position control, 

DC 모터 Cascade 제어, DC 모터 특성치 추정, 델타 로 , 운동학  동력학 모델, 치 제어 

Ⅰ. 서 론

델타 로 은 말단효과장치(End-effector)가 받는 하

이 여러 개의 다리로 분산되기 때문에 직렬 구조의 

로 에 비해 높은 강성을 가진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고속 작업에 합하여 근래에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공장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델

타 로 을 고속으로 제어할 경우 성력, 원심력,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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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력  코리올리힘이 크게 변화한다[1,2,3,4]. 따라서 

계산 토크 제어 방식(Computed Torque Method)을 

필요로 하는데, 이는 델타 로 의 정확한 동역학 모델

링을 요구한다. 결국 높은 정 도를 가지는 센서와 고

가의 모터를 필요로 하게 되고 이는 로 의 높은 제

작비용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로  제작에 한 비용 

감을 하기 해 가형 모터를 선정하여 정 제어

를 할 수 있는 방법에 한 연구를 진행하 다.

본 논문에서는 가형 모터로 델타 로 을 제작하

기 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2장에서는 델

타 로 을 구동하기 한 모터의 토크를 측하기 

해 델타 로 의 동역학 모델을 해석하고 시뮬 이션

을 진행하여 측된 토크를 기반으로 가형 DC 모

터를 구매하 다. 3장에서는 모터 제어를 한 모터의 

특성을 구하기 해 실험을 진행했다. 4장에서는 말단

효과장치를 높은 정 도로 치 제어하기 해서 제

어 이론에 따라 류- 치 캐스캐이드(cascade) 제어 

시스템을 구성하 다. 5장에서는 설계한 델타 로 의 

반 인 제어 시스템을 검증하기 해 델타 로 의 

말단효과장치의 경로 계획 알고리즘을 설계하 다. 

한 설정한 경로를 따라 치 제어가 작동하는지 검증

하 다.

Ⅱ. 델타 로 의 동역학 시뮬 이션

델타 로 (Delta Robot)은 그림 1과 같이 3개의 모

터가 설치된 베이스(Base)와 이로부터 연결되는 3개

의 다리로 지탱하는 말단효과장치로 이루어져있다. 이 

로 은 베이스와 말단효과장치를 포함하여 17개의 링

크와 21개의 조인트를 가진다. 하지만 구동이 가능한 

3개의 모터를 제외하면 나머지 18개의 조인트는 모두 

모터 입력에 따라 모멘트와 조인트 각이 결정되는 수

동 조인트다.

그림 1. 델타 로 의 좌표 정의
Fig. 1 Coordinates configuration of delta robot

모터에 연결된 첫 번째 링크와 말단효과장치는 평

행사변형 기구가 연결된다. 평행사변형 기구가 평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모멘트를 구성하므로 델타 로 은 3

개의 모멘트 구속조건을 가지게 된다. 한 평행사변

을 이루는 2개의 이  조인트 링크가 가볍고 인장/압

축력만 받으므로 작은 성과 큰 강성을 가진다[1].

본 연구에서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0cm, 

10cm, 2cm에 해당하는 작업공간을 설정하고, 필요 작

업공간이 가동 범  안에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기 

하여 델타 로 의 운동학  해석을 하고 베이스와 말

단효과장치의 크기  링크 길이를 선정하 다. 한 

델타 로 의 동력학  해석을 하고 Matlab 환경에서 

시뮬 이션을 진행하여 각 모터에 해당하는 시간에 

따른 토크 그래 를 출력하 다. 출력된 최  토크와 

평균 토크를 기반으로 모터를 선정하 다.

2.1 Kinematics 해석

델타 로 은 베이스와 말단효과장치가 3개의 다리 

끝에 연결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3개의 다리는 각각 

모터, 첫 번째 링크와 평행사변형 기구로 구성되어 있

다. 운동학  해석의 편의를 해서 베이스와 말단효

과장치에 고정된 좌표계를 그림 2와 같이 정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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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델타 로 의 좌표정의(평면도)
Fig. 2 Coordinates configuration of delta robot 

(TOP View)

델타 로 의 상단에서 봤을 때 베이스에 고정된 좌

표계는 그림 3과 같다. 베이스 좌표계의 원 은 모터

의 회 축과 첫 번째 링크가 연결된 들로 구성된 

삼각형의 무게 심과 같다. 삼각형의 꼭지 에서 무게

심까지의 길이를 라 한다. 와 동일한 방식으로 

그림 2와 같이 말단효과장치에 고정된 좌표계를 정의

한다. 마찬가지로 말단효과장치 좌표계의 원 에서 평

행사변형 기구에 연결된 링크 심까지의 길이를 

라 한다.

베이스 좌표계의 원 부터  , 첫 번째 링크, 평행

사변형 기구, , 말단효과장치 좌표계의 원 까지 이

어지는 기구를 하나의 다리라 칭하며 그림 3과 같다. 

O는 베이스 좌표계의 원 , A는 모터의 회 축, M은 

첫 번째 링크와 평행사변형 기구가 연결된 , B는 

말단효과장치와 평행사변형 기구가 연결된 , P는 

말단효과장치 좌표계의 원 을 의미한다. 그림 3의 왼

쪽 그림은 다리를 정면에서 바라본 구조이며 오른쪽 

그림은 베이스의 Z축 방향으로 90° 회 한 방향으로 

본 구조이다.  는 다리의 번호이며 는 번 

째 다리가 베이스 좌표계에 해서 얼마나 회 되었

는지 의미한다.

그림 3. 델타 로  다리의 벡터 다이어그램
Fig. 3 Vector diagram of the leg

  


     


이 되도록 모터의 회 축

을 치시켰다. 모터에 의해서 의 각도를 독립 으

로 입력할 수 있으며, 3개의 모멘트 구속 조건에 의해 

 가 종속 으로 결정된다[1]. 베이스 좌표계에 

한 말단효과장치 좌표계의 원 의 치가 정해졌을 

때, 역 치해석(Inverse position analysis)을 통하여 

    각도를 얻어내면 아래와 같다.

  cos

   cos          (1)

여기서   
 

 
  

  
sin  ,

  cos sin  ,
 sin cos,   이다[1].
 

          (2)

델타 로 의 작업공간(Workspace)을 확인하기 

해 Matlab에서 시뮬 이션을 통하여 검증을 하 다. 

이를 해 삼구 알고리즘(3-Sphere Algorithm)을 사

용하 으며[5,6] 말단효과장치의 자세(Orientation)가 

델타 로 의 구조  특성을 이용하면 3개의 가상의 

앙 을 기 으로 3개의 구(Sphere)가 만나는 지

이 말단효과장치의 무게 심이 된다. 특이

(Singularity)을 고려하여 각각의 모터의 각도가 0~
까지 움직이며 나타나는 말단효과장치의 을 3차원 

그래 에 나타내어 작업공간을 출력하 다. 말단효과

장치의 높이에 따라 가동범 가 달라지므로 높이에 

따라 출력되는 의 색을 달리 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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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델타 로  말단효과장치의 작업 역 
시뮬 이션

Fig. 4 Workspace simulation of delta robot 
end-effector 

그림 4와 같이 Matlab 환경의 시뮬 이션을 이용

하여 말단효과장치의 작업공간을 확인하 다. Z값에 

따라 X-Y Plane의 단면과 X값에 따른 Y-Z Plane의 

단면을 그래 로 표 하 다. 필요한 작업공간의 모양

이 모두 그래  안쪽에 있다는 것을 그림 4에서 확인

할 수 있다.

2.2 동력학  해석

           (3)

해석의 편의를 하여 델타 로 의 모델을 간략화 

하는 경우, 식 (3)과 같이 표 이 가능하다.  식에서 

는 3개의 모터의 입력 토크를 나타내는  ×  벡터

이고, 한 는 각 모터의 각도를 나타내는 ×  벡

터이다. 

  × 
          (4)

 



          (5)

  
      (6)

식 (4,5,6)은 델타 로 의 동력학  해석을 수행한 

결과이다.[1] 델타 로 은 일반 인 직렬 로 과 달리 

그림 4와 같이 닫힌 구조이다. 따라서 동역학 해석을 

해서 모델의 간략화가 필요하고 식 (3)과 같이 일

반 인 모델로 표 이 가능해진다. 평행사변형 기구의 

무게는 첫 번째 링크의 무게에 비해서 비교  가볍기 

때문에 모델 해석의 편의를 하여 평행사변형 기구

의 성모멘트는 무시하 다. 신에 랫폼의 무게와 

3개의 평행사변형 기구의 무게가 첫 번째 링크 끝부

분에 질 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하 다[1]. 따라

서 는 모터 측에서 바라본 첫 번째 링크와 평행사

변형 기구의 성모멘트가 된다. 

모델을 간략화함에 따라 식 (3)과 같이 델타 로

을 입력 토크 , 모터의 재 각도, 각속도에 따라 각

가속도가 결정되는 시스템으로 해석할 수 있다.

2.3 Simulation Pseudo Code  결과 출력

델타 로 을 구동하는데 필요한 토크를 계산하기 

해서 에서 해석한 동역학 모델을 기반으로 시뮬

이션을 진행하 다. 시뮬 이션에서 델타 로 의 제어 

방식으로는 토크계산방식(Computed Torque Method)

을 사용하 다[7,8]. 토크계산방식은 동력학 모델을 기

반으로 모델의 비선형 항들을 피드포워드(Feed 

Forward) 해주어 모델을 선형  특성에 가깝게 바꿔

 수 있다. 시간에 따른 말단효과장치의 치, 속도, 

가속도를 통해 오차 모델을 만들어 제어입력으로 넣어

다. 이 과정을 Matlab 환경에서 시뮬 이션으로 진

행하 다. 오차 모델의 비례이득과 미분이득을 조 함

에 따라 말단효과장치의 궤 을 따라감을 확인하 다. 

모터 선정을 해 시뮬 이션을 진행할 때는 모델의 

물리  매개 변수들의 상 값을 계산해서 진행했다.

그림 5. 동역학 시뮬 이션 알고리즘
Fig. 5 Dynamics simulation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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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와 같이 Matlab Simulation Code를 작성한 

후에 제어 알고리즘이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해서 시간에 따른 각 의 치를 계산하여 그림 

6과 같이 3차원 그래픽으로 출력하여 확인하 다.

그림 6. 말단효과장치 궤  시뮬 이션
Fig. 6 End-effector trajectory simulation

그림 7. 델타 로 의 모터 시뮬 이션
Fig. 7 Motor Spec. simulation of delta robot

궤  추종 성능을 확인하기 하여 나비 모양과 원

형 궤 을 사용하 으며  필요로 하는 작업공간의 크

기에 맞춰서 구성하 다. 첫 번째 링크는 굵은 실선으

로 표기하 으며 평행사변형 기구의 경우에는 2 개의 

이  조인트 링크가 평행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

의 링크로 표시하 다.

동역학 시뮬 이션을 통하여 나비모양의 궤 을 따

라 진행함에 따라 그림 7과 같이 필요한 모터 속도, 

토크, 일률을 출력하 다. 출력한 시뮬 이션 결과에

서 필요한 최소 토크  평균 토크를 기반으로 모터

를 선정하 다.

그림 8. 트래킹 확인을 한 모터 출력 
시뮬 이션

Fig. 8 Motor output simulation checking tracking

한 모터가 궤 을 목표치에 맞게 추종하는지 확

인하기 하여 그림 8과 같이 각 모터의 각도, 각속

도, 각가속도 그래 를 출력하다. 3개의 모터 모두 역

기구학(Inverse kinematic analysis)을 통해 도출한 목

표 값과 시뮬 이션에 의해 얻은 재 값을 같은 그

래 에 출력하여서 각도, 각속도, 각가속도가 추종되

며 알고리즘이 올바르게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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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DC 모터 특성 도출 실험

  ∙∙

∙          (7)

DC 모터는 식 (7)과 같이 RL 회로로 모델링할 수 

있다. PI 제어기로 설정한 차단 주 수 내에서 류를 

제어하려면 DC 모터의 정확한 R, L 값이 필요하다. 

에서 선정한 가형 DC 모터의 경우 특성표가 존

재하지 않았지만 실험을 통하여 값을 도출하 다. 구

한 값을 토 로 4장에서 극 -  상쇠(Pole-Zero 

Cancellation) 기법을 이용하여 비례 분 류 제어기

를 설계하 다. 설정한 차단 주 수로 제어기가 올바

르게 동작함을 확인함에 따라 올바른 R, L 값을 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1 항 값 도출 실험

DC 모터 모델에서 류가 정상상태에 도달하고 나

면 류의 변화가 없으므로 식 (7)에서 


 이 된

다. 한 DC 모터가 회 하지 않도록 축을 고정시키

면  이 되므로 의 상황에서 DC 모터의 모델은 

식 (8)과 같다.

  ∙                            (8)

그림 9. 항 값 도출 실험 회로 구성
Fig. 9 Resistance derivation experiment 

circuit

의 상황에서 압 값을 변화시키며 류 값을 확

인하여 최소자승법을 용하 다. 원장치의 등 류 

기능을 이용하여 DC 모터에 일정 류 이상으로 흐

르지 않도록 그림 9와 같이 회로를 구성하 다. 원

장치는 모터에 흐르는 최  류의 크기를   단

로 조 할 수 있었다. 실험  값을 구하는데 있어서 

입력 값은 압이지만 원장치의 등 류 기능을 사

용해야만 한다. 모터가 회 하고 있는 경우에는 

∙로서 입력 력을 소모한다. 하지만 DC 모터

를 고정시킨 경우, 항에서 모든 력을 부담하기 때

문에 회로가 손상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해 반

드시 등 류 기능을 이용하여 입력 압에 따른 류 

값을 측정해야 한다. 표 1과 같이    단 로 

  부터   까지 총 20번의 실험을 진행하 다. 

측정한 값들로 식 (8)을 식 (9,10)과 같이 행렬의 형

태로 표 하 다. 와   는 ×의 열벡터이며   ′
는 의 치행렬을 의미한다. 식 (11)과 같이 최소자

승법을 용하여     임을 도출하 다.











⋮


⋮













⋮


⋮

                             (9)

 ∙                              (10)

  ′ ′                               (11)

   

⦙ ⦙  

   

   

  ⦙ ⦙

표 1. 최소자승법을 용하기 한 실험 값
Table 1. Experiment data used for least square 

estimation

그림 10. 항 값 도출을 한 실험 값 산 도
Fig. 10 Experiment data scatter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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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번의 실험 데이터들을 산 도로 그림 10과 같이 

나타내었다. 그림 10의 직선 그래 의 기울기는 최소

자승법에 의해 도출한  에 해당한다.

3.2 인덕턴스 값 도출 실험

3.1의 과정을 통하여 항 값을 구한 후, 그림 11과 

같이 DC 모터 드라이버와 연결하여 회로를 구성한다. 

와 마찬가지로 모터의 회 축을 고정시키고 모터 

드라이버를 통해 압을 인가한다. 입력 압은 모터

의 회로가 손상되지 않는 선에서 인가한다. DC 모터

의 회로에 류 로 를 연결한 후에 일정 압과 

를 반복하여 인가한다. 단, 류가 정상상태에 도

달할 수 있는 충분한 간격을 두고 반복한다.

그림 11. 인덕턴스 값 도출 실험 회로 구성
Fig. 11 Inductance derivation experiment circuit

류 로 로 확인한 오실로스코 의 출력은 그림 

12와 같다. 모터에 흐르는 류 출력을 확인하고 시정

수를 계산하여 모터의 인덕턴스를 도출하 다.

그림 12. 오실로스코 로 확인한 모터 류 출력
Fig. 12 Motor current printed on the oscilloscope

  ∙∙

                      (12)

3.1과 마찬가지로 모터의 회 축을 고정시켰으므로 

식 (12)와 같이 모델링할 수 있다. 앞에서 구성한 회

로를 통해 의 입력 압이 인가된 정상상태에서 

일정 압 을 DC 모터에 인가할 경우, 시간 에 

따른 류는 식 (13)과 같이 해석된다. DC 모터에 인

가되는 압은 모터 드라이버의 입력 압 의 

PWM의 형태로 인가된다. 하지만 모터 드라이버의 

스 칭 주 수가 RL 회로의 시정수 보다 충분히 빠

르므로 입력 류의 고주  성분이 상 으로 어

서 DC 모터에는 일정 압 이 인가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9].

 







                       (13)

 


  


        (14)

경과 시간이 RL 회로의 시정수 일 때, 식 

(14)와 같이 정상 상태 류의 63.2%의 값을 가진다.

                                 (15)

그림 12에서 오실로스코 를 통해 정상상태 류의 

63.2%에 해당하는 값은 이며 류 값이 증가

하는 시간을 기 으로 해당하는 시정수 는 이

다. 측정한 시정수를 통하여 역으로 모터의 인덕턴스

를 식 (15)와 같이 계산하 다.

Ⅳ. 모터 제어 시스템 설계

앞에서 구한 특성 값을 통하여 DC 모터의 류 PI 

제어 시스템을 설계하 다. 류 제어의 비례 분 이

득은 극 -  상쇠 방법을 이용하여 설계하 고, 

설계한 차단 주 수 내의 응답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

하 다.

델타 로  제작에 활용한 엔코더 일체형 DC 모터

는 4채배 기  1404 PPR로 약 0.26˚의 엔코더 해상도

를 가지고 있다. 류-속도- 치 캐스캐이드 제어 시

스템을 구성하기에는 엔코더의 해상도가 부족하다고 

단하 다[10]. 따라서 류- 치 캐스캐이드 제어 

시스템을 구성하 다. 속도 제어의 부재로 인하여 나

타날 수 있는 문제 은 경로 계획 알고리즘을 설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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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상승한계(Rise Limit)을 추가함으로서 방지하 다.

폐루  제어 시스템 설계의 목 은 주 수 측면에

서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로, 개루

 시스템의 DC 이득을 가능한 큰 값으로 설정한다. 

두 번째로, 고주  역에서 컨트롤러의 이득을 가능

한 작은 값으로 설정한다. 마지막으로, 차단 주 수 

근처에서 개루  시스템 이득의 감소율을 –20dB로 

설정한다. 다시 말해서 개루  시스템의 타입을 1차 

시스템 타입으로 설정해서 스텝 입력에 한 정상 상

태 오차를 제거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그림 13. 페루  제어 시스템 블록 다이어그램
Fig. 13 Feedback control system block diagram

그림 13은 제어하려는 랜트, 에 한 폐루

 제어기, 를 설계한 블록 다이어그램이다. 

는 시스템에 한 외란이며 는 상태를 

측할 때 입력되는 노이즈다. 제어기의 입력 와 

폐루  시스템의 출력 는 식 (15, 16)과 같다.










    (15)










    (16)

첫 번째로, 주  역에서 개루  시스템의 이득, 

즉 DC 이득을 가능한 범 에서 높이는 이유는 다음

과 같다. 시스템에 한 외란, 는 주로 주

의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주  역에서 

에 비해 를 높이게 되면 식 (15)에서의 

에 한 이득 작아진다. 그 결과로 외란에 해 

강건한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고주  역의 컨트롤러의 이득을 가능

한 범 에서 낮추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센서 노이

즈, 는 주로 진폭이 작은 고주 의 성분으로 이

루어져있다. 따라서 고주  역에서 에 비해 

를 낮추게 되면 식 (15)에서의 에 한 

이득이 작아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차단 주 수 근처에서 개루  시스템

의 시스템 이득의 감소율을 –20dB로 설정하는 이유

는 시스템 타입을 1차로 설정해서 스텝 입력에 한 

정상상태 오차를 제거하기 함이다. 하지만 개루  

시스템의 달 함수를 로 설계하게 되면 폐루  

시스템의 달 함수는 1차 주  통과 필터와 형태

가 동일한 가 된다. 따라서 캐스캐이드 

제어 시스템을 구성할 때, 캐스캐이드 외부 제어기의 

동작 주 수를 내부 제어기의 차단 주 수보다 5~10

배 정도 느리게 설계해야한다.

의 세 가지 목 을 달성하기 해 류 제어 시

스템을 극 -  상쇠 기법을 통한 PI 제어기로 설

계하 다. 치 제어 시스템은 PD 제어기만으로도 

의 목 을 달성할 수 있지만, 모델의 불확실성을 고려

하여 PID 제어기로 설계하 다.

4.1 류 제어 시스템 설계

그림 14. 류 제어 시스템 블록 다이어그램
Fig. 14 Current control system block diagram

그림 14에서 DC 모터는 RL 회로로 모델링된다. 

DC 모터의 입력 압을 PI 제어기의 출력으로서 설

계하는데, 에서 언 한 3가지 목 을 만족시키기 

해서 극 -  상쇠 기법을 통하여 이득을 설정하

다. 류 제어기가 의 차단주 수를 가지고 동작하

도록 설정하기 해서는 개루  시스템의 달함수가 

 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식 (17)과 같이 이득을 

설정하면 식 (18)과 같이 개루  시스템의 달함수

를 도출할 수 있다.

                              (1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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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식 (19)와 같이 폐루  시스템의 달함수

를 도출할 수 있다.




 





        (19)

폐루  시스템의 달 함수가 1차 주  통과 필

터의 달 함수와 같다. 즉, 차단주 수  역의 신

호의 통과율이 떨어지므로 반드시 치 제어기는 

류 제어기의 차단주 수보다 약 에서 배 정

도 느린 주 수에서 동작하도록 설계해야한다.

4.2 치 제어 시스템 설계

그림 15. 치 제어 시스템 블록 다이어그램
Fig. 15 Position control system block diagram

그림 15는 기어드 모터의 치 제어 시스템을 블록 

다이어그램이다. 에서 언 한 로 치 제어기가 

류 제어기의 차단주 수 보다 느리게 동작하도록 

설계하면 식 (20)과 같이 류 제어기를 이득 1을 가

지는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   (20)

류 제어기를 설계할 때, 모터의 항 값이 무시

할 수 없을 만큼 크게 측정되었다. 따라서 개루  시

스템의 달 함수를 1차 시스템 타입으로 설정하기 

해서 PI 제어기를 설계하 다. 하지만 DC 모터의 

경우, 일반 으로 핑 계수가 기 때문에 1차 시스

템 타입이 되도록 비례미분 제어기로 설계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외란이 존재하고 감쇄 계수

가 작지만 존재하기 때문에 분 이득을 추가하여 

PID 제어기로 설계하 다.

4.3. 경로 계획 알고리즘

의 설계 과정에 따라 그림 17과 같이 기어드 DC 

모터의 류- 치 캐스캐이드 제어 시스템을 구성하

다. 말단효과장치의 경로를 여러 개의 으로 분할

하고, 에 한 역기구학을 계산하여 3개의 모터에 

요구되는 치를 계산하여 제어 입력으로 구성하 다.

많은 분야의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단순이송 (Pick 

& Place) 작업의 경우, 말단효과장치를 에서 으

로 이동시키는 작업이다. 따라서 에서 구성한 류

- 치 캐스캐이드 제어 시스템으로 원하는 작업을 충

분히 구 할 수 있다. 하지만 말단효과장치를 일정한 

속도로 요구되는 치에 놓아야하는 그림 그리기와 

같은 작업에는 류- 치 제어 시스템만으로는 구

하기에 부족했다. 따라서 그림 16과 같이 과  사

이의 스텝 입력을 선형으로 증가시키는 상승한계를 

통해 결여된 속도 제어의 문제 을 완화하 다.

그림 16. 이즈 리  알고리즘
Fig. 16 Raise limit algorithm

와 같은 알고리즘을 용한 결과, 정확한 치 

제어를 요구하는 그림 그리기에서 올바르게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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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Geared DC 모터 류- 치 캐스캐이드 제어 시스템 블록 다이어그램
Fig. 17 Geared DC motor current-position cascade control system block diagram

Ⅴ. 실험결과

그림 18. 시스템 구성을 완료한 델타 로
Fig. 18 Delta robot with the completed system 

configuration

의 설계 과정에 따라 그림 18과 같이 델타 로

을 제작하 다. 제작한 델타 로 을 제어 성능을 검증

하기 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실험을 구성  진행

하 다.

5.1 류 제어 응답성 실험

류 제어기의 차단 주 수,   로 설정하여 

Pole-Zero Cancellation을 통해 류 제어기의 이득을 

         로 설계하 다. 

류 입력 기  값을  로 0.8 마다 반복

하여 실험을 진행하 다. 시간에 따른 모터에 흐르는 

류가 출력된 오실로스코 의 화면은 그림 19와 같

다.

그림 19. 모터 류 제어 실험 결과
Fig. 19 Motor current control experiment result

극 -  상쇠 기법으로 이득을 설정하면 류 

제어기의 달함수는 식 (19)와 같다. 설정한 실험 환

경과 같이 류 제어기에 상수 입력을 주게 되면 

상되는 출력은 식 (20)과 같다.

   





  

 ≥         (20)

따라서 류가 응답의 까지 도달하는데 걸리

는 시정수는       sec이다. 
류가 응답의 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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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그림 19에서 오실로스코 에 출력된 

결과와 동일함을 확인하 다.

5.2 치 제어 정확성 실험

2차원 평면에서의 치 제어 정확성을 실험하기 

해, 말단효과장치에 펜을 장착하여 실험을 진행하

다. 그림 1에서 설정한 말단효과장치에 고정된 좌표계

를 기 으로 펜은 z축으로 움직일 수 있지만 x, y축

으로는 움직일 수 없도록 고정하 다. 4개의 목표 

을 설정한 후, 치 제어 입력을 주고 4개의 목표 이 

출력된 종이 에 말단효과장치를 치시킨다. 말단효

과장치가 정지하면 펜을 z축으로 움직여서 종이 에 

을 어 표시한 결과는 그림 20과 같다.

그림 20. 치 제어 정확성 실험 결과
Fig. 20 Position control accuracy experiment result

종이의 심 을 기 으로 해상도가 0.1cm 자를 

이용하여 힌 의 치를 측정하 다. 따라서 목표 

으로부터 오차를 반올림하여 표기하 다. 를 들

어, ∼  사이에 치한 은 라 표기

하 다. 측정 결과, 최  2mm의 오차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 다. 한 12번의 실험을 반복한 결과, 10cm

의 이동거리를 움직여서 목표 까지 치하고 말단

효과장치가 멈추어 제어가 완료되는 것까지 약 0.1 

가 걸리는 것을 확인하 다.

VI. 결론

재 자동화 공정에서 리 쓰이는 로  구조인 텔

타 로 을 가형 DC 모터로 제작  제어하는 방법

을 제안하 다. 델타 로 은 3개의 모터가 작업공간 

상부에 고정하고 병렬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말단효과

장치를 력 으로 제어하는 구조를 사용함으로써 로

 동작부의 성을 일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작업을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델타 로 의 기구학  

동역학을 해석하여 시뮬 이션을 진행하 고, 이를 기

반으로 가형 DC 모터를 선정하여, 일반 으로 가

형 모터에는 제공되지 않는 모터의 특성 값들을 실험

을 통하여 얻어내어, 이들을 바탕으로 제어 이론을 

용하여 류- 치 캐스캐이드 제어 시스템을 설계함으

로써 말단효과장치의 치 제어 성능을 입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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