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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Delta 로봇은 Fig. 1 과 같이 여러 방식으로 

1 축 회전 관절을 가진 end-effector 들이 

개발되었다[1]. 하지만 대부분은 무게증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 안정성과 에너지 효율 

등에서 성능저하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end-effector 를 경량화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tendon-driven 시스템을 이에 

적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Tendon wire 

경로의 길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메커니즘과 경로변위를 보상하는 식을 

설계하여 PD 제어기에 적용하고 시뮬레이션을 

하고자 한다.  

 

2. 메커니즘 설계 
 

Tendon-driven 시스템에서는 롤러의 회전에 

의해 tendon wire 의 감긴 양이 변한다. 이 

때문에 tendon wire 의 경로길이가 변하게 되어 

end-effector 의 정밀 회전 및 장력 유지가 

어렵게 되기 때문에 논문에서는 두 가지의 

해결방법을 적용하였다. 첫째로 delta 로봇의 

구조에 적합하도록[2] 아래의 Fig. 2, 3 처럼 

delta 로봇의 base 와 end-effector 에 각 롤러를 

두어 한 arm 의 링크를 tendon wire 의 경로로 

삼아 서로를 연결하는 기본적인 기구구조를 

갖추고 base 롤러에 스프링을 직접 걸어 tendon 

wire 의 경로길이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며 

동시에 wire 에 장력을 인가하는 방법이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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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ype of End-effector Rotation System of 

Delta Robo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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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echanism of Responding with Tendon W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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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endon-driven System for the Rotation Control 

of the Delta Robot End-eff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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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endon wire 변위 보상 식 설계 
 

둘째로 base 롤러의 회전을 제어할 때 

제어기에서 end-effector 의 회전각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tendon wire 길이 변위를 보상해 

주는 방법이다. 이때 𝑙4  구간의 길이변화만이 

end-effector 의 회전제어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여 𝑙4 구간에서의 길이 변화만을 다룬다. 

𝑙4 구간에서 경로 i (i=1,2)에서의 길이의 변위를 

∆𝑙4−𝑖
′ 라 했을 때 경로의 변위는 아래와 같다. 

 

∆𝑙4−𝑖
′ = √𝑙4

2 + 𝑟4−𝑖
2 −√𝑙4

2 + 𝑟4−𝑖𝑖𝑛𝑖
2  

여기서, 

𝑟4−𝑖: 경로 i 에서 wire 가 롤러에 접하는 높이 

𝑟4−𝑖𝑖𝑛𝑖: 경로 i 에서 𝜃𝐸 = 0일 때 𝑟4−𝑖의 값 

 

위 식을 적용한 base 와 end-effector 롤러 

관계식을 아래와 같이 세울 수 있다. 

 

𝜃𝐵 = (𝑟𝐸𝜃𝐸 + (∆𝑙4−1
′ − ∆𝑙4−2

′ ) 2⁄ ) 𝑟𝐵⁄  

여기서, 

𝜃𝐵 , 𝜃𝐸: base 와 end-effector 롤러 각각의 회전각 

𝑟𝐵, 𝑟𝐸: base 와 end-effector 롤러 각각의 반경 

 

4. 제어기 시뮬레이션 
 
제어기는 end-effector 롤러의 회전 

기준입력을 받되 base 롤러의 기준입력으로 

환산하여 base 롤러를 close-loop 제어하고자 

한다. 아래의 Fig. 4 은 본 논문의 제어 

시스템에 대한 블록 다이어그램을 나타낸다  

위의 제어기에 대하여 아래의 조건으로 

MATLAB 시뮬레이션 한 결과는 Fig. 5 와 같다.  

 

𝑟𝐵, 𝑟𝐸: 30 

𝑟4−1𝑖𝑛𝑖 , 𝑟4−2𝑖𝑛𝑖: 7.5, 1.25 

𝑙4: 55 

P, D gain: 336.47, 59.19 

𝜃𝐸𝑑 = {
𝜋 2⁄ 0 ≤ 𝑡 < 1
−𝜋 2⁄ 1 ≤ 𝑡 < 2

 

Fig. 5 를 보면 tendon wire 의 길이변위에 

대한 보상으로 𝜃𝐵𝑑가 0.0023rad 이 증가된 것을 

볼 수 있다. 비록 작은 보상이긴 하지만 보다 

정밀한 end-effector 회전제어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보상으로 보여진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delta 로봇 end-effector 의 

회전관절을 경량화하기 위한 tendon-driven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그리고 tendon wire 의 

길이변위에 대응하고자 기구 메커니즘과 

tendon wire 보상기를 각각 설계하였다. 

제어기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하여 보상기에 

의한 효과의 정도를 분석하였다. 

추후에는 좀 더 상세한 메커니즘 구조를 

설계하고 실험을 진행하여 보다 정밀한 

delta 로봇 end-effector 의 회전관절 제어 

시스템을 연구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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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 The PD Controller Simulation Result,  

(b) Extension of ⓐ Range 

ⓐ

 
Fig. 4 Block Diagram of 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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