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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모든 산업용 로봇은 빠른 정주기성의 제어를

확보해야 한다 서비스 로봇과 달리 산업용 로봇은.
작업 정밀도와 반복 정밀도 그리고 작업 재현성이

기본 성능을 결정한다 기존의 산업용 로봇의 경우.
제어기로 유수업체의 모터 서보들을 사용하고 이

서보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별도의 전장반을 구축

하고 제어했던 것이 기본있었다 이 경우 를. TP
이용한 동작을 하였고 사용자는 주어지는 기능,
이외의 사용을 불가하였다 이런 사용자의 자유도.
가 뜰어지는 제어 방법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반 제어기가 등장하였다 사용자가 마이크로PC .
소프트 윈도우 환경에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로봇을 구동하고 더 나아가 로봇 제어용 라이브러,
리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원하면 별도의 프로그램

을 작성하고 고 수준의 제어 알고리즘을 넣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경우 는 로봇제어를 위한. PC
서보들과 독특한 통신을 했어야 했으며 대표적인(
것들이 필드버스 방식의 통신 들이다 이를 위해.),
서 에는 고가의 인터페이스 보드가 장착되어야PC
했고 통신 케이블 들도 통신 방식별 고유의 케이블,
들이 사용되었다 이런 기반 통신 방법은 확장성. PC
면에서 기존 나 전통적인 방법들에 비해서 좋PLC
아졌다 하나의 용 통신 인터페이스 카드를 이용. PC
하여 많게는 개의 서보와의 통신이 가능한 방법256
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장을 위해서는 별도. ,
의 증폭기 등이 사용되어야 하였고 전체 노드 개수,
의 한계가 정해졌다 또한 시스템 구성 비용 또한. ,
고가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반Ethernet
통신방법이 등장했다 은 기본EtherCAT . EtherCAT

적으로 통신 프레임을 사용하기 때문에Ethernet ,
일반 의 랜카드를 사용하여 통신이 가능하고PC ,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준 랜케이블을 이용CAT5
하여 마스터와 슬레이브를 연결한다 통신망 구축.
에 드는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한편 하나의 마스터 즉 하나의 랜카드를 가진 하나,
의 에 연결할 수 있는 서보노드의 개수제한도PC
없으며 허브 등을 사용하여  무한 확장이 가능하다, .
슬레이브 노드들은 각 노드의 입출력을 표현하는

파일만 마스터에 탑재되어 있으면 별도의 설정ENI
없이 연결 및 동작이 가능하다 제어 속도면에서도.

은 현장 적용 사례들을 보면 노드 여개EtherCAT 100
이상에서 이상의 실시간 제어 주기가 가능함10Khz
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는 단순 통신부하만을.
의미하며 사용자가 별도의 알고리즘을 탑재하는,
것은 논외이다.

여기서는 이런 을 사용하여 직접교시EtherCAT
기능을 가진 로봇을 개발하는 것을 소개하고자

한다 직접교시는 사용자가 로봇의 팔을 직접잡고.
동작을 교시하는 것으로 최근 판매되는 일부 소형

산업용 매니풀레이터는 그 기능이 내장되어 있다.

본론2.
축 매니풀레이터는 축에 축에6 1,2 750W, 3 400W,

축에 축에 모터를 사용하였다 부4,5 200W, 6 100W .
가적으로 직접교시를 위해서 끝단에 센서 개F/T 2
를 내장한 특수 핸들을 장착한다 노드는. EtherCAT
모터서보 개로 구축했으며 각 서보는 로봇에 내6 ,
장되도록 구성했다.

직접교시 알고리즘은 일반적인 단순한 위치 제

어가 아니라 핸들의 입력 정보를 기반으로, F/T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실시간으로 기구학을,
포함하는 직접교시 알로리즘을 구동하는 컴퓨팅

파워가 많이 소모되는 복잡한 연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주기성과 빠른 제어 속도를 확보하지

을 이용한 축 매니풀레이터 제어EtherCAT 6
Development of the EtherCAT based 6-Axis Manip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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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면 직접교시시 로봇의 떨림이라던지 정밀도

가 떨어지는 문제가 생긴다.

개발된 직접교시 로봇 외형Fig. 1

개발된 직접교시 로봇 링크 길이 및 노드 정보Fig. 2

정주기성을 확보하면서도 복잡한 알고리즘을

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소프트웨어 시PC
스템 구성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나 등. DSP MCU
에서는 복잡한 연산을 소화하기 힘들기 때문에,

에서 복잡한 연산을 수행하며 더불어 정주기성PC ,
을 획득하기 위해서 를 활용한다 기반으RTX . RTX
로 로봇을 제어하도록 심랩의Realtime㈜

과 솔루션을 사용하였다 이Roboticslab EtherCAT .
를 사용한 마스터 구성은 아래 그림 과EtherCAT 3
같다.

개발한 직접교시로봇을 이용하여 실제 구동 실

험 및 직접교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사용자 측면

에서 부드러운 동작과 정밀한 반복정도 등을 동시

에 확보 할 수 있었다.

Fig. 1 Block diagram of multi-modal chatter model of
a high speed machining center (Times New
Roman 9pt)

후기

여기에 후기를 입력하시오 여기에 후기를 입력하.
시오 여기에 후기를 입력하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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