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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a novel 3-DOF hybrid robot with enlarged workspace is presented 

for high speed applications. The 3-DOF hybrid robot is made up of one linear 

actuator and 2-DOF planar parallel robot in series. The actuation consists of one 

ball-screw to make one linear motion and two rotary ball-screws to transmit 

rotational motion to 2-DOF parallel robot. The workspace can be enlarged according 

to ball-screw stroke and the moving inertia can be reduced due to locating all the 

heavy actuators at the fixed base. The inverse kinematics and workspace analyses are 

presented. The robot prototype and PC-based control system are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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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Pick-and-Place가 요구되는 전자, 포장, 식품, 

제약 등 많은 산업분야에서 직교 또는 SCARA 직

렬형 로봇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직렬 메커니

즘의 큰 관성, 중량 대비 작은 가반하중 등의 단

점이 있고, 이를 해결하고자 Delta 병렬로봇이 많

이 사용되고 있다. 병렬 로봇은 비교적 무거운 구

동기가 고정부에 위치하고 가반하중이 단순 인장 

압축을 받는 여러 개의 다리로 분산이 되므로 고

속, 고강성 및 고정밀도를 갖는다.

Delta 병렬로봇[1-6]은 3자유도 병진운동(translational 

motion) 기구로 회전 1축을 추가하여 컨베이어 

벨트 상의 작업물을 고속 핸들링용으로 주로 사용

된다. 그러나 병렬로봇은 일반적으로 직렬로봇에 

비하여 제한적인 작업영역을 갖는다. 이러한 단점

을 극복하기 위하여 회전조인트를 사용하여 보다 

큰 작업영역을 갖는 병렬로봇이 개발되었다.[7,8]

본 논문에서는 병렬로봇의 작업영역의 제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Fig. 1과 같이 3개의 볼나

사를 사용한다. 중앙의 볼나사는 1축 직선운동을 

생성하고 양쪽의 볼나사의 회전형 볼나사 너트[9]

가 평행사변형 기구로 구성된 2자유도 병렬로봇[10]

의 구동암을 회전시켜 2자유도 병진운동을 생성하

여 제안하는 병렬로봇은 볼나사의 스크로크 만큼 

확장된 작업영역을 갖는다. 1축 직선구동기에 2자

유도 병렬로봇이 직렬적으로 연결되므로 전체적으

로 3자유도 하이브리드 구조(hybrid kinematics)를 갖

는다. 볼나사로 작업영역을 확대하면서 모든 구동

기는 고정부에 위치하므로 병렬로봇 이동부의 관

성을 최소화할 수 있어 2자유도 병렬로봇은 고속

운동이 가능하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로봇 

기구부 모델링 및 역기구학 해석을 제시하고 3장

에서는 작업영역 해석을 제시한다. 4장에서는 로

봇 시작품 및 제어기 개발 내용과 위치제어 결과

를 제시한다. 

2. 기구학적 모델링 및 역기구학 해석

제안하는 3자유도 하이브리드 구조의 로봇 메

커니즘은 2자유도 평면 병렬로봇의 작업영역을 확

장하기 위하여 중앙의 볼나사(M3)를 배치하여 병

렬로봇의 이동베이스를 직선운동시킨다. 좌우 양

쪽의 볼나사(M1, M2)는 회전형 볼나사 너트를 사

용하고 이 너트의 외륜은 이동베이스에 고정되어 

있다. 양쪽의 볼나사와 중앙의 볼나사의 상대적인 

운동은 너트의 내륜을 회전시키고 이는 타이밍 벨

트를 통하여 감속기의 입력축을 회전시켜 구동암

에 회전운동을 전달한다.[11] 즉, 구동기(M3)는 이

동베이스와 2축 평면 병렬로봇을 z축을 따라 직선

이동시키고 구동기(M1, M2)는 병렬로봇의 구동암

을 회전시켜 xy평면상에서 2자유도 병진운동을 

생성한다. 구동기 M1, M2를 고정부에 배치함으로

써 이동베이스의 관성을 최소화하고 이동부는 기

계부품으로만 구성하였다. 

Fig. 2는 2자유도 평면 병렬로봇 메커니즘의 벡

터루프 다이어그램(vector-loop diagram)을 나타Fig. 1 Model of the 3-DOF hybrid ro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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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다. 병렬로봇의 벡터 루프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Fig. 2 Kinematic model of the 2-DOF parallel 

ro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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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해당 볼나사의 리드를 나타내고, 

    는 병렬로봇의 감속비를 나타낸다. 

는 모든 엔코더의 값( )이 영일 때, 구동암의 

초기 각도를 의미한다. 

3. 작업영역 해석

3자유도 로봇 시작품의 기구학적 치수를 Table 

1과 같이 설계하였다.

작업영역 해석은 직육면체의 격자점에서 식 (4)

의 역기구학 해의 유무, 해당 위치의 특이성

(singularity)을 방지하기 위한  작동범위 제한, 

볼조인트의 작동범위 제한을 고려하여 해석하였다. 

Fig. 3은 2자유도 병진운동에 대한 xy평면상의 

작업영역을 나타낸다. Fig. 4는 볼나사 최대 스트

로크에 대하여 3차원 작업영역을 나타낸다. 

Fig. 4 3D workspace of the 3-DOF hybrid robot

Fig. 5 Robot prototype and PC-based controller

Parameters
Values
[mm]

Radius of the fixed base ( ) for 

 
90

Radius of the moving platform ( ) 

for  
40

Link length ( ) 234

Link length ( ) 474.2

Ball screw stroke (max ) 650

Table 1. Kinematic parameters of the 3-DOF 

robot proto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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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2D workspace of the 2-DOF parallel ro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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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로봇 시작품 개발 및 제어실험

Fig. 5는 3자유도 하이브리드 로봇 시작품 및 

제어기 시스템을 나타낸다. 제어기 하드웨어는 

Host PC, 실시간 Target PC, 서보 드라이브, 

EtherCAT I/O, Teach Pendant로 구성된다. Fig. 

6은 MathWorks사의 Simulink와 Simulink Real- 

time Target으로 작성된 실시간 제어프로그램을 

나타낸다. 역기구학 및 실시간 제어 루프는 

1.0msec로 설정하였다.

Fig. 6 Control program with Simulink

Fig. 7 Position control results for line trajectory

Fig. 7은 직선궤적에 대한 위치제어 결과를 나

타낸다. x, y축을 따라 직선궤적이 입력이 되었을 

때, 엔드이펙터의 위치제어 오차를 아래의 그래프

에 나타내었다. 속도의 증가에 따른 오차의 발생

은 있지만 목표치를 잘 추종함을 알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작업영역이 확장된 새로운 3자

유도 하이브리드 구조 로봇 메커니즘을 제시하였

다. 제안하는 구동 메커니즘은 1축 직선운동을 생

성하는 중앙의 볼나사와 2축 병진운동을 생성하는 

양쪽 회전형 볼나사로 구성되어 볼나사의 스크로

크 만큼 작업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다. 또한, 모

든 구동기를 고정부에 배치하여 이동부의 관성을 

최소화하고 이동부를 기계부품으로만 구성할 수 

있다. 3자유도 하이브리드 로봇의 위치해석, 작업

영역 해석을 수행하였고 로봇 시작품 및 제어기를 

개발하고 작동성을 테스트하였다. 향후 연구는 동

역학 보상을 통한 고속 제어를 수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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