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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대 로봇의 이동방식은 크게 PTP(Point to 
Point)모션과 CP(Continuous Path-연속 관절 운
동)모션으로 나눌 수 있다. 초기의 산업용 로봇은 
대량 생산 라인에서 단순 반복 작업을 위주로 하였
기 때문에 PTP모션만으로 충분하였다. 그러나 현
대에는 단순 반복 작업용 로봇, 용접용 로봇뿐만 
아니라 공작기계에 결합하여 다양한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산업용 로봇을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
서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로봇 수요 증가에 대응하
기 위해서는 고속 핸들링을 위한 연속 관절 운동
(CP)을 필수적으로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CP 
구현 시 부드럽고 신속한 핸들링이 가능하며, 소음 
및 진동 감소 또한 가능하다.1

  

(a) PTP motion                (b) CP motion
Fig. 1 PTP motion and CP motion

 연속관절운동이란 Fig. 1과 같이 경로를 무시
하고 시작점에서 경유점을 이용하여 끝점에 도달
하는 운동으로 경유점에서 정지하지 않고 지나가
기 때문에 부드러운 모션 구현 및 이동시간 단축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나와 있는 매개변
수를 이용한 속도중첩 이론 식을 LabVIEW®를 사용
하여 프로그래밍한 후 실제로 6축 로봇에 적용하여 
동작을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기본 이론 및 프로그래밍

LabVIEW®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선 
앞서 제시한 매개변수를 이용한 속도중첩 이론식 
및 식에서 필요한 역기구학 등의 이론이 필요하다.
 프로그래밍을 하기에 앞서 간단하게 결과 식을 
다음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다.1,2

매개변수 u(t)를 이용한 속도 ProFile 기본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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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식을 이용한 관절 보간식

    ]1,0[),)(())((  uJJtuJtuJ see         (2)
 여기서 J(u(t)): 관절의 위치 값  e: 종점 s: 시점. 
같은 방식으로 직선 보간은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1,0[),)(())((  uPPtuPtuL see       (3)

 eP  와 sP 는  시점과 종점 

 직선에 따른 관절 값을 역기구학을 통하여 구하면 다음
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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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InvKin(L(u(t))) 는 직선보간에 따른 
역기구학 변환을 의미한다.

원호 보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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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utuCInvKintuJ           (6) 
InvKin(C(u(t)))는 원호보간에 따른 역기구학 변
환을 의미한다. 위의 (2)~(6)식을 이용하여 이종
모션 블랜딩 식을 정의 할 수 있다. 따라서 역기구
학 이론을 토대로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Fig. 
2와 같이 작성 할 수 있다. 

Fig. 2  inverse kinematics graphical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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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프로그램을 조합하여 최종적으로 모션 블
랜딩 프로그램을 만든 결과가 다음 Fig 3와 같다.
이를 통해 6축 수직다관절 로봇과 이와 연결되어 
있는 서보 드라이버를 통해 커넥션을 구성하고, 
LabVIEW®를 통해 제어를 하면 로봇의 궤적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3 programming of motion blending

3. 프로그램 적용 및 결과 측정

 이종 모션 블랜딩의 대표적인 Joint – Linear 
Blending을 RS2에서 구현하고 이를 시뮬레이션과 
같은 모션을 보이는지 확인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 값을 바탕으로 RS2에 실제로 적용시켜 본 
Motion Blending을 성능평가 하기 위해 PTP 방식과 
진동 및 동작 시간을 비교해 보았다. 여기서 vi-
bration 측정에 사용된 장비는 Zonic®사의 

Medallion 으로 측정 하였다.

Fig. 4 .Result of vibration measurement for PTP 

Fig. 5 Result of vibration measurement for the 
Joint-Linear Blending 

Table 1 Vibration accelerations of Motion 
Function Type

Spectrum
g[RMS]

in x-coord
g[RMS]

in y-coord
g[RMS]

in z- coord
Time
(s)

Blending 0.0025 0.0052 0.0021 3
PTP 0.2596 0.7526 0.02329 5

Table. 1 에서 보듯이 Blending Motion이 PTP 방식 
의 진동 값 보다 약 1/10 정도로 줄어들었다. 또한 
동작시간을 보면 Blending의 경우는 약 3초이고 
PTP 방식의 경우 약 5초로 절반 정도의 시간을 
단축 시켰다.

아래의 사진은 Joint-Linear Blending을 구현한 
로봇의 동작 모습이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이 경유점
에서 블랜딩이 발생하였으며 Joint – Linear 
Blending이 구현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6 Hybird Motion Blending 

4. 결론

이 논문은 매개변수를 이용한 hybrid motion 
blending 이론을 직접 설계 하고 제작한 6-axis 
articulated manipulator인 RS2에 적용시켰다. 
이 이론 이 RS2에서 구현시키기 위해 LabVIEW로 
motion programming하고, 기존의 PTP 방식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 Zonic®의 
Medallion 장비로 vibration을 측정하여 기존의 
PTP방식보다 진동이 1/10 이하로 우수하고 동작 
시간 역시 절반 정도로 단축 시켰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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