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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서해와 같이 조류가 세고 시계가 불량하며 수온이 낮은

수중에서 침몰선 탐사인양작업과 같은 해저 구난작업과 침‧

몰선의 유류 유출방지 또는 해저 퇴적 오염물 검사와 같은

수중작업은 다이버에 의해서만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에서 다이버의 수중작업은 매우 열악하고 위험하다 무감압.

공기잠수의 수중작업 시간은 수심 약 에서 안전을 위하40m

여 통상적으로 여 분의 작업시간을 갖는다 최근 다이10 [1].

버의 수중작업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작업환경의 제약조건으로 인하여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다이버의 수중작업을 지원하거나.

대신하여 장시간 동안 안정적인 수중 작업이 가능한 해양

수중 장비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개발되고 있다.

수중 탐사 및 작업 장비로는 프로펠러를 이용하여 기동

하는 와ROV (Remotely-Operated Vehicle) AUV (Autonomous

등이 주로 개발되어 왔다 와Underwater Vehicle) [2-4]. ROV

는 조류가 약한 환경에서 높은 에너지 효율로 신속한AUV

탐사가 가능하지만 강한 조류에서는 불안정한 조정성과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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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에너지 소모 등의 문제점이 있다 또한 해저 면 기동. ,

시 프로펠러의 움직임에 의해 퇴적물이 부양되어 생태계를

교란시킬 뿐만 아니라 작업 가능한 시계를 확보하는 시간

이 반드시 요구된다 이러한 이유로 기존의 수중탐사 장비.

들이 갖는 단점을 극복하며 수중 탐사 및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수중 탐사장비의 개발이 요구된다.

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기존의 탐사장비들이2010

갖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림 과 같이 가재1

와 게의 외형 및 행동방식을 모방하는 생체 모방 해양 수

중 탐사로봇 을 제안하였으며 현재 개CR200(Crabster 200m)

발이 진행 중이다 은 족을 이용하여 생태환경[5,6]. CR20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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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개념도CR200 .

Fig. 1. Conceptual design of CR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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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교란시키지 않고 강 조류 해저 환경에서도 보행하거나

그림 의 운용 개념과 같이 족의 매니퓰레이터 기능을 갖2 2

는 다리이하 다리 겸용 로봇 팔로 수중작업을 수행한다( ) .

본 논문에서는 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인 다리 겸용CR200

로봇팔의 개발을 제안한다.

다족 보행 로봇을 위한 단순 다리와 보행에 관한 연구개

발은 년대부터 수행되었다 육상용 족 보행 로봇으로1970 . 6

자유도 다리 축 힘 센서 및 지면 접촉센서 등을 이용하3 , 3

여 개발 하였으며 수중 실험용 족 보행로봇으로 자[7-10], 6 3

유도 접촉센서 서보모터 하모닉기어 및 베벨기어 등을, , DC ,

이용하여 개발 하였다 이처럼 기존 연구된 다족 보[11-13].

행 로봇의 다리는 자유도만으로 구성되었었다 자유도 다3 . 3

리는 경사면이나 바닥면이 불규칙한 지형에서 유연한 자세

생성이 불리하다 또한 다리는 단순 보행 기능만을 갖기. ,

때문에 수중작업을 위해 기구부에 매니퓰레이터가 추가되

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연구되거나 개발된 수중.

보행로봇 다리가 갖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능상으로

복합적이며 진보적인 족 보행로봇의 다리 겸용 로봇 팔을6

제안하고 개발하였다 제안된 다리 겸용 로봇 팔은 해저.

에서 운용이 가능한 내압수밀성능 보행 및 로봇 팔200m / ,

작업이 가능한 다기능성 다리 부분 자유도를 적용한 조류, 4

극복 자세 및 유연한 자세변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특징

이다 및 다리 겸용 로봇 팔의 세부 사양은 표 에. CR200 1

정리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으로 장 개념설계 과정에서 다리 겸용II

로봇 팔의 기능 및 형태 관절의 기구학적 구조와 회전 범,

위를 제안하였다 장 구체화 설계에는 관절별 요구되는. III

회전속도 및 토크를 결정하여 구동부 부품을 선정하였다.

장 기구부 설계과정에서는 관절 기본구조 내압수밀을IV , /

위한 내압용기 설계 그리퍼의 운동 메커니즘 및 활용방법,

을 제안하고 전체 기구부를 차원 모델로 생성하였다 마2/3 .

지막으로 장 제작 및 실험 과정에서는 내압수밀성능실V /

험 및 관절의 토크 성능실험 결과를 제시하였다.

개념 설계II.

본 과정에서는 의 다리 겸용 로봇 팔의 개발을 위CR200

한 기본 개념설계 과정으로 운용 상황별 기능 강 조류 극,

복 및 유연한 자세변환을 위한 관절 구조 및 관절 움직임

범위를 결정하였다.

다리 겸용 로봇 팔의 기능 결정1.

은 서해와 같은 강한 조류 환경에서 수중 탐사 및CR200

작업을 수행할 것이며 최대 노트의 조류 수중 이내2 , 200m

의 수심에서 운용될 계획이다 따라서 강 조류 극복 능력. ,

수중 작업능력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은 몸체 지. CR200

지 수중 보행 및 작업을 위하여 해저에 서식하는 게 및 가,

재와 유사한 다리 구조를 갖도록 제안하였다 은 수. CR200

중 보행 시 다리 겸용 로봇 팔은 다리의 기능을 갖도록 형

태를 변환하여 족의 다리로 안정적으로 보행한다 또한6 . ,

수중 작업 시에는 족 전용 다리만으로 몸체를 지지하고4

다리 겸용 로봇 팔 족을 로봇 팔 형태로 변환하여 다목적2

으로 사용한다 다리 겸용 로봇 팔은 그림 에서 로봇 팔. 3

부분이 관절 와 관절 사이의 링크 안쪽으로 완전하게4 5 2

접혀 들어가며 임무 상황에 따라서 다리 혹은 로봇 팔로써

사용된다.

관절 구조 및 링크 길이 결정2.

관절 구조는 의 수중 보행 및 강 조류 극복 능력CR200

과 유연한 몸체자세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CR200

은 강 조류 환경에서 생존을 위하여 가재의 행동양식을 모

그림 2. 운용개념도CR200 .

Fig. 2. Operation concept of CR200.

표 1. 및다리겸용로봇팔사양CR200 .

Table 1. Specifications of CR200 and convertible-to-arm leg.

Part Parameter Value

CR200

Size (m) 2.42(L)×2.45(W)×1.16(H)

Weight (Kg)

500(in air), 350(in water)

420(without survey equipment

in air)

Number of legs
2(Convertible-to-arm leg)

4(Ordinary leg)

Max. walking speed

(m/sec)
0.5

Max. operation

depth of water (m)
200

Max. endurable

tidal current (knot)
2

Power supply (volt) 150-190 VDC

Convertible-

to-arm leg

Length of links

(mm)

Link 1 : 658

Link 2 : 882

Link 3 : 491

D.O.F 6(without gripper)

Min. thickness for

pressure vessel (mm)
4

Max. Required

Torque (Nm)

/ Range of motion(°)

(finger width for

gripper)

Joint 1 : 341.9 / ±90

Joint 2 : 679.8 / -45 ~ +90

Joint 3 : 686 / ±180

Joint 4 : 679.8 / -170 ~ +90

Joint 5 : 80.9 / -180 ~ +170

Joint 6 : 60 / endless turn

Gripper : 60 / 100mm

Angular Speed (RPM) Joint 1-6 : 30

Frame material Aluminum alloy (AL6061)

Bolt material Stainless steel

Way of hydraulic

pressure-resistant
Nitrile rubber 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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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다 조류의 방향과 세기를 고려하고 몸체자세기울기. ( )

를 이용하여 누르는 힘 을 발생시켜 조류에 휩(down force)

쓸려가지 않고 생존한다 또한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형. ,

태의 해저 경사면에서도 몸체자세를 유연하게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관절 구조는 그림 과 같이 다리 부분. 3

에 자유도가 되도록 제안하였다 현재까지 개발된 족 이4 . 4

상의 다족 보행로봇 다리는 일반적으로 평지 보행만을 고

려하여 관절 관절 및 관절 와 같이 자유도만을 갖는1, 2 4 3

다 하지만 의 다리 겸용 로봇 팔은 로봇 작업뿐만. CR200

아니라 유연한 자세 제어를 위하여 관절 과 같이 개의3 1

관절을 추가로 구성하여 그리퍼를 제외하고 자유도를 갖6

도록 제안하였다 추가된 관절 으로 인하여 경사면에서도. 3

몸체자세를 유연하게 변환시킬 수 있으며 최소의 관절만을

추가하여 로봇 팔로 사용할 수 있다 다리 겸용 로봇 팔의.

길이는 링크 의 링크 비율이 보행의 효율을 고려하여1 2

곤충 및 갑각류와 같은 다족 생물의 생물학적 데이터를 기

반으로 가 되도록 제안하였다 링크 은 기구부 설계과3:4 . 3

정에서 구동부 부품의 크기를 고려하여 링크 에 접혀 들2

어가도록 길이를 결정하였다.

관절별 움직임 범위 결정3.

관절별 회전범위는 의 보행성능 수중 작업능력 및CR200 ,

배선방법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관절 은 보행 시 최대. 1

보행속도를 만족하기 위하여 약 의 움직임 범위만이±22°

요구되지만 로봇 팔 작업을 고려하여 움직임 범위를, ±90°

로 결정하였다 관절 와 관절 는 관절구조 및 구동부 부. 2 4

품의 크기를 고려하여 움직임을 범45°~+90°, 170°~+90°– –

위로 결정하였다 관절 의 경우 관절 구조상 무한회전이. 3

가능하지만 전원 케이블 및 신호 케이블의 배선경로가 관,

절의 중공축을 지나기 때문에 움직임 범위를 로 제한±180°

하여 결정하였다 관절 는 수중 작업 시 링크 을 외부로. 5 3

노출해 수중작업을 수행하거나 보행 시에는 링크 을 링크3

의 안쪽으로 완전히 접혀 들어가야 하므로 움직임 범위를2

로 결정하였다 관절 은 로봇 팔을 이용한 수180°~+170° . 6–

중 작업 시 드릴링이나 표본채취 작업을 요구함에 따라서

무한회전이 되도록 제안하였다.

구체화 설계III.

구체화 설계 과정에서는 기구부 설계에 앞서 다리 겸용

로봇 팔의 관절 구동부 부품인 모터 감속기를 선정하기 위,

하여 각 관절별 요구되는 최대 회전 속도 및 토크를 간단

한 정적동적 힘 해석을 통하여 결정하였다/ .

관절 최대 속도 및 토크1.

관절별 최대 회전속도 추정1.1

각 관절별 요구되는 회전속도를 추정하기 위하여 CR200

의 보행 패턴 및 자세변환 운동을 고려하였다 관절 은 그. 1

림 와 같은 자세에서 보행 시 요구되는 관절의 회전속도4

를 결정하였다 의 보행속도는 최대 로 제안하. CR200 0.5m/s

였으므로 그림 의 자세에서 초당 약 보 걸음으로4 2 (178°)

보행해야 한다 따라서 관절 의 요구 회전속도는 약. 1

으로 결정하였다 관절 와 관절 의 회전속도를 결30rpm . 2 4

정하기 위하여 그림 와 같은 자세에서 관절 만이 사용5 2, 4

되는 자세변환 움직임을 고려하였다 자세변환 움직임은 앉.

은 자세에서 일어서는 자세로 초 이내에 그림1 의5  1과 2

가 에서 로 변화하는 움직임 시 요구되는 회전속도로0° 180°

정의하였다 따라서 관절 의 회전속도를 으로 결. 2, 4 30rpm

정하였다 관절 의 경우 경사면에서 자세변환 및 강 조류. 3

환경에서 누르는 힘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사용된다 또한. ,

로봇 팔을 이용한 수중작업 시 사용되기 때문에 민첩함을

위한 관절의 회전속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회전.

속도를 대략 정의하였으며 으로 결정하였다 관절30rpm . 5

및 관절 은 수중작업 시에만 이용되며 민첩한 움직임이6

요구되지 않으므로 관절의 회전속도를 대략 으로 결30rpm

정하였다.

관절별 최대 토크 추정1.2

각 관절별 최대 토크를 추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 탐사 장비를 제외한 전체 중량을 족만으로 지지CR200 2

한다고 가정하였다 수중에서의 몸체 중량이 육상보다 부력.

에 의하여 적게 나가기 때문에 안전율은 고려하지 않았다.

관절 의 최대 요구 토크를 추정하기 위하여 그림 와 같1 4

이 다리는 보행하는 동안 정현주기로 움직인다고 가정하였

으며 보행 가속도는 식 과 같다 의 최대 보행속도(1) . CR200

는 이므로 진폭 는 주기 는 이다 다리 끝에0.5m/s A 0.5m T 2 .

탐사장비를 제외한 의 전체 중량 절반인 이 적CR200 210Kg

용된다 식 를 이용하면 관절 의 최대 요구 토크는. (2) 1

로 산출된다 관절 와 관절 의 최대 요구 토크의341.9Nm . 2 4

산출 방법은 그림 와 같다 관절 에서 관절 까지의 거리5 . 2 4

가 수평으로 일 때 식 을 이용하면 로 산330mm (3) 679.8Nm

출된다 관절 의 최대 요구 토크의 산출 방법은 그림 과. 3 6

같다 보행 중 관절 이 정현주기 움직임일 때 다리에는 수. 3

평 방향의 힘으로 이 적용된다 식 을 통하여 관1036.3N . (3)

절 의 최대 요구 토크를 산출하면 와 같다 관절3 686Nm . 5

의 최대 요구 토크를 산출하기 위하여 그림 과 같이 고려7

하였으며 링크 의 무게가 이고 는 토크 손실3 15Kg payload

률을 고려하여 으로 정의하였으며 무게중심은 관절15Kg 5

에서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다고 가정하였다 따라서275mm .

식 을 통하여 관절 의 최대 요구 토크는 로 산(3) 5 80.9Nm

출된다 관절 및 그리퍼의 최대 요구 토크는 짧은 모멘트. 6

그림 3. 다리겸용로봇팔의관절구조.

Fig. 3. Joint structure of convertible-to-arm l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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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를 갖기 때문에 매우 작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절.

및 그리퍼의 최대 요구 토크를 대략 결정하였으며 각각6

를 갖도록 정의하였다60Nm .


 



sin ∙sin (1)


max


max

 (2)

 × (3)

구동부 부품 선정2.

의 다리 겸용 로봇 팔의 구동부 부품은 관절 최대CR200

요구 토크 및 회전속도를 기반으로 선정하였으며 부품의

무게 및 크기 대비 에너지 효율 구동 성능 설치 및 조립, , /

분해성 등을 고려하였다.

표 2. 관절별최대토크및회전속도.

Table 2. Maximum torque and angular speed for each joint.

Joint Maximum torque(Nm) Angular Speed(RPM)

1 341.9

30

2 679.8

3 686

4 679.8

5 80.9

6 60

Gripper 60 -

감속기2.1

다리 겸용 로봇 팔의 각 관절을 구동하기 위하여 요구되

는 높은 토크를 견딜 수 있는 내구성과 관절각 제어 정밀

성을 고려하여 감속기를 선정하였다 표 의 각 관절 최대. 2

토크를 견딜 수 있는 감속기의 허용 토크를 고려하였으며,

크기대비 토크 성능 및 무진동 등의 특성을, zero backlash

만족하는 및 하모닉기어를 감속기component-type unit-type

로 선정하였다 감속비는 관절의 구동 토크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관절 에는 의 감속기를 선정하였으며 보행2-4 160:1 ,

및 로봇 팔 작업 시 민첩한 움직임이 요구되는 관절 에만1

감속비 의 감속기를 선정하였다 관절 에는 관100:1 . 5 160:1,

절 에는 의 성능을 갖는 감속기를 선정하였다6, 7 100:1 .

모터2.2

관절 모터는 요구되는 토크를 만족하고 관절의 소형화

및 경량화 설계가 가능한 모터로 선정하였frameless BLDC

다 토크 용량을 선정하기 위하여 감속기의 감속비를 고려.

하였으며 관절 의 모터는 급 최대 의 토크1-4 640W , 8.49Nm

성능을 갖는 모터로 선정하였으며 관절 는 최대5 1.15Nm,

관절 과 그리퍼에는 최대 의 토크 성능을 갖는 모6 1.72Nm

터로 선정하였다.

관절각 센서2.3

관절각 센서 관절 제어의 출력부 정밀도가 도 이내+0.01

가 되도록 고려하여 부품 선정에 반영하였다 관절각 센서.

로는 관절의 입출력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종류의 센서를/ 2

적용하였다 입력부에는 관절 모터 제어를 위한 입력제어.

센서와 출력부에는 관절의 현재 위치를 측정하는 절대 위

치 센서를 선정하였다 모터 제어를 위한 입력 측 관절각.

센서는 관절 에는 의 분해능을 갖는 마그네틱1, 2, 4-6 0.09°

증분 엔코더로 선정하였다 관절 에는 중공축의 배선경로. 3

를 고려하여 중공 로터리 형태이며 분해능이 인 광학0.01°

식 증분 엔코더로 선정하였다 관절 의 절대위치 관절각. 1-4

센서로는 관절의 현재 상태를 측정하고 케이블 몰딩배선

경로를 고려하여 분해능이 이며 중공 로터리 형태의0.0007°

전자식 절대 위치 엔코더로 선정하였다 관절 및 그리. 5-6

퍼에는 공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절대 위치 센서를 적용하

지 않았다 그리퍼는 모터 제어를 위한 관절각 센서를 적용.

하지 않고 모터에 장착한 홀센서만으로 관절을 제어한다.

모터제어기2.4

모터제어기로는 모터를 구동시키기 위하여 소형BLDC

이며 고출력 성능을 갖는 모터제어기로 고려하였으며 관절

에는 정격출력 성능을 관절 에는 정격출력1-4 4.8KW , 5-7

그림 4. 관절 의최대토크1 .

Fig. 4. Maximum torque on the joint 1.

그림 5. 관절 및2 관절 의최대4 토크.

Fig. 5. Maximum torque on the joint 2 and joint 4.

그림 6. 관절 의최3 대토크.

Fig. 6. Maximum torque on the joint 3.

그림 7. 관절 의최대토크5 .

Fig. 7. Maximum torque on the joint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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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을 갖는 모터제어기로 선정하였다 선정한 모터480W .

제어기 종은 전류 속도 및 위치제어가 가능하며2 , , RS-232

및 통신 모듈을 내장하고 있다CAN .

힘 센서2.5

각 다리의 발끝에는 다리의 지면 접촉상태 확인 보행,

및 자세유지 시 몸체의 무게중심 추정 및 컴플라이언스 제

어를 위하여 힘 센서를 적용하였다 힘 센서는 까지. 500Kg

측정이 가능한 로드셀로 선정하였으며 각 다리에 인가되는

무게를 측정한다.

전원부 및 통신부 구성3.

다리 겸용 로봇 팔 내부의 전원부 체계는 그림CR200 8

과 같다 지원 모선으로부터 테더 케이블을 통하여 주전원.

를 공급받아 관절 의 모터 구동을 위한 전원으190VDC 1-4

로 사용되며 몸체에 설치된 전기전자용 내압용기내의

컨버터로 변환된 를 관절 및 그리퍼 모터DC-DC 48VDC 5-6

의 구동 전원으로 사용한다 내압용기 내부에는 과전류과. /

전압 방지회로를 포함하고 있다 다리 겸용 로봇 팔의 내부.

에 설치된 컨버터 로 변환된 를DC-DC (190VDC-5VDC) 5VDC

센서 및 인터페이스보드의 전원용으로 사용한다 테더 케이.

블은 길이에 따라 입력단과 출력단의 전압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입력단의 주전원 공급기에서 전압을.

보정하여 시스템에 요구되는 전압을 만족시킬 수CR200

있다 다리 겸용 로봇 팔 내부의 몰딩 배선용 전원 케이블.

및 신호 케이블은 내열성 및 내구성이 강한 테프론 피복

케이블을 사용하였다 또한 다리 겸용 로봇 팔 자체에서. ,

발생하는 노이즈 및 외부 노이즈에 의한 오동작을 방지하

고자 모든 케이블에 차폐방법을 적용하였다Braided Shield .

선상제어실에서 다리 겸용 로봇 팔까지의 통신부 체계는

그림 와 같다 주 통신 방식으로는 이더넷 및 통신9 . CAN

을 사용한다 이더넷 통신은 의 대역폭을 갖는 기가. 1Gbps

비트 이더넷 네트워크로 사용하며 다리 겸용 로봇 팔 내부,

의 장치는 의 속도로 방식으로 통신한다 보행1Mbps CAN .

및 로봇 팔 작업 시 정밀제어를 위하여 의 제어주기100Hz

를 가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장치로 인한. CAN

통신부하를 피하기 위하여 그림 와 같이 분산 통신 되도9

록 설계하였다 통신 장치로는 모터제어기 절대 엔코. CAN ,

더 인터페이스보드 로드셀 인터페이스보드 및 컨버, DC-DC

터가 있다.

기계부 설계IV.

기구부 설계과정에서는 관절 기본구조 및 내압용기의

개념도 설계 및 모델 생성작업을 수행하였다 관절2D 3D .

기본구조 설계과정에서는 부품배치를 고려하여 기구부의

구조를 제안하였다 관절 내압용기 설계과정에서는 관절 구.

동부 부품을 보호하기 위한 내압성능 기준을 룰을 기ABS

반으로 관절 내압용기 프레임의 최소 허용두께를 추정하였

다 차원 개념도 설계 과정에서는 선정된 부품을 바탕으로. 2

관절 기구부의 구조 및 형상을 차원으로 설계하였다 차2 . 3

원 설계 과정에서는 차원 개념도를 기반으로 차원 모델2 3

을 생성하여 형상 관절 움직임 범위 취약 부분 보강 조립, , ,

분해성 중량 감소 및 배선 경로 등을 검토하였다/ , .

관절 기본구조 설계1.

기본적인 관절 기구부 구조 및 부품배치는 그림 과 같10

다 관절의 크기 및 구동부 토크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모터의 로터와 감속기의 입력단이 샤프트에 의해 직결되도

록 설계하였다 감속기인 하모닉기어의 설계 기준에 따라서.

그림 8. 전원부체계도.

Fig. 8. Power distribution block diagram.

그림 9. 통신부체계도.

Fig. 9. Communication block diagram.

그림10. 관절구동부기본구조.

Fig. 10. Basic structure of joint operating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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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샤프트의 입출력축은 동일 선상에 위치되어야 한다 따/ .

라서 샤프트는 베어링을 이용하여 이중으로 지지가 되도록

설계하였다.

관절 내압용기 설계2.

다리 겸용 로봇 팔 개발에 있어 구동부 부품을 보호하기

위한 운용 수심 내의 내압수밀성능은 중요한 요소로서 관/

절 내압용기의 설계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

서는 내압용기의 최소 프레임 두께를 룰을 적용하여ABS

산출하였다 계산의 용이성을 위하여 관절 내압용기[14,15].

의 형상은 그림 과 같이 단순한 원통으로 정의하였다 식11 .

는 수압과 내압용기의 최소 프레임 두께의 관계식으로서(5)



는 내압용기 외부에 가해지는 최대 허용압력을, 는 내

압용기 재료의 탄성계수를, 는 푸아송의 비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내압용기의 재료를 알루미늄 으로(AL6061)

결정하였으므로 탄성계수 를 로 푸아송의 비68900MPa 

를 으로 적용하였다 각 관절부의 구동부 부품들의 크0.33 .

기를 고려하여 관절 내압용기의 내 반경 를 길이0.165m,

을 로 설정하여 수압과 관절 내압용기의 최소 프레임L 0.2m

두께와의 관계를 그림 와 같이 도출하였다 의 최12 . CR200

대 운용 수심 에 안전율 를 고려한 최대 내압200m 25%

안전율 에 대한 관절 내압용기의 최소 프25bar(20bar*1.25( ))

레임 두께는 임을 확인할 수 있다 추가로 예측 불가3.2mm .

능한 외부 충돌에 의한 변형을 고려하여 관절 내압용기의

두께를 안전율 를 적용하여 최소 로 결정하였다25% 4mm .

각 프레임의 체결 부분은 내압수밀을 위하여 니트릴 고무/

재질의 을 사용하였다O-Ring .





(4)






































(5)

다리 관절 기구부 설계3.

차원 설계3.1 2

본 과정에서는 다리 겸용 로봇 팔의 형상 및 관절의 부

품배치 등 기구부 기본 설계를 위하여 그림 과 같이 차13 2

원 개념도를 생성하였다 각 관절의 회전축 설계 과정에서.

는 역기구학 해석이 용이하도록 관절 까지의 축이 한1-3 3

점에서 일치되도록 설계하였으며 또한 관절 이 일직선, 2-6

상에 정렬되도록 설계하였다 링크의 외형은 곡선을 적용하.

여 게 및 가재와 같은 다족 생명체의 다리형상과 유사하게

설계였으며 중량을 감소시키고자 방식을 적용, open-frame

하였다.

차원 설계3.2 3

차원 설계과정에서는 관절의 움직임 범위 구조적 취약3 ,

부분 유지보수를 위한 조립분해성 케이블 몰딩 배선의 방, / ,

법 및 경로생성에 대하여 고려하였다 생성한 차원 모델은. 3

그림 와 같다 생성된 차원 모델을 통하여 개념설계 과14 . 3

정에서 정의된 각 관절의 움직임 범위를 확인하였다 구조.

적으로 취약한 기구부는 프레임 두께를 조절하거나 가공품,

그림11. 내압용기모델간략화.

Fig. 11. Simplified pressure-vesse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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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2. 관절내압용기두께와허용내압의관계.

Fig. 12. Relationship between pressure vessel thickness of joint

and permissible pressure.

그림13. 다리겸용로봇팔의 차원개념도2 .

Fig. 13. 2D drawing of convertible-to-arm leg.

그림14. 다리겸용로봇팔및전용다리발끝 차원형상3 .

Fig. 14. 3Dmodel for convertible-to-arm l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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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일체형으로 생성하고 지지용 서포터를 추가로 적용하여

기구적 강도를 보강하였다 조립분해성의 검토를 위하여. /

모든 구성품의 조립과정을 통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였다.

배선의 간결화를 위하여 관절 모터의 구동을 위한 모터제

어기는 해당 관절과 가깝게 위치하도록 설계하였다 보행.

시 혹은 수중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외부 충격에 의한 케

이블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원 케이블 및 신호 케이블

에 대한 배선경로는 링크 프레임 및 관절의 중공축을 이용

하여 케이블의 외부 노출 없이 배선되도록 설계하였다.

로봇 팔 기능 구현4.

로봇 팔의 기능 구현과정에서는 그리퍼의 무한회전 기

능 구동 메커니즘 및 그리퍼 잠금장치를 적용한 관절 의, 5

잠금 기능을 제안하였다 로봇 팔은 수중 작업 시 표본채취.

를 위한 코어링 표본채취와 드릴링 기능이 요구된다 따라.

서 관절 이하 부분에 슬립링을 적용하여 그리퍼 구동부6

전체가 무한회전 되도록 구현하였다 그림 는 그리퍼의. 15

구동 메커니즘 개념도와 그리퍼 잠금장치를 보여준다 다리.

겸용 로봇 팔이 다리로 사용될 때에 관절 의 토크 성능만5

으로는 다리 끝에 인가되는 중량을 지지할 수 없다 따라서.

그리퍼 잠금장치를 제안하였으며 그리퍼의 손등에 원뿔 형

태의 잠금장치에 의해서 관절 를 구동하지 않고 다리 형5

태를 유지할 수 있다.

제작 및 실험V.

다리 겸용 로봇 팔 제작1.

그림 은 제작된 의 다리 겸용 로봇 팔을 보여준16 CR200

다 해수에 의한 부식을 예방하기 위하여 프레임의 재질은.

알루미늄 합금을 사용하였으며 아노다이징 후처(Anodizing)

리를 하였다 기구부의 조립은 부식성이 낮은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볼트를 사용하였다 전용 다리 및 다리 겸용.

로봇 팔의 중량감소를 위하여 기구적 강도를 유지하는 선

에서 링크 및 관절부의 가공품 무게를 최소화되도록 경량

화 가공하였다 관절 구동부 부품 및 배선 케이블을 포함한.

다리 겸용 로봇 팔의 중량은 이다55Kg .

내압 수밀 성능실험2. /

제작된 다리 겸용 로봇 팔의 내압수밀성능의 검증을 위/

하여 그림 과 같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17

연구소에서 보유한 고압 챔버를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

다 내압수밀성능실험 과정은 단계로 수행되었다 단계에. / 2 . 1

서는 에서 까지 단위로 가압을 진행하였으며0bar 25bar 5bar ,

매 단계에서 분간 압력을 유지하며 까지 가압하였다1 25bar .

단계에서는 에서 까지 한 번에 가압하였다 내압2 0bar 25bar . /

수밀성능실험 결과는 그림 과 같이 입력압력과 측정압력18

이 동일하게 측정되었으며 본 실험결과를 통하여 내압수, /

밀성능이 제안된 설계기준을 만족함을 검증하였다.

구동 구현 성능실험3. /

관절의 토크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그림 와 같이 관19

절 및 관절 의 구동성능 실험을 수행하였다 관절1-4 5 . 1-4

의 토크 성능 검증을 위한 실험으로 의 링크에 중1m 60Kg

량의 물체에 대한 가반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요구.

회전속도인 으로 이상 없이 들어 올릴 수 있음을 확30rpm

인하였다 로봇 팔 작업에 사용되는 관절 의 토크 성능을. 5

확인하기 위하여 중량 의 물체에 대한 가반실험을 수10Kg

그림15. 그리퍼구동및잠금장치메커니즘.

Fig. 15. Gripper and lock mechanism.

그림16. 제작된다리겸용로봇팔.

Fig. 16. Appearance of convertible-to-arm leg.

그림17. 내압수밀성능실험/ .

Fig. 17. Experiment for hydraulic pressure-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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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8. 내압수밀성능실험결과/ .

Fig. 18. Experiment result of hydraulic pressure-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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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였으며 이상 없이 구동됨을 확인하였다 실 해역 실험, .

전 제안된 다리 겸용 로봇 팔의 전원부 통신부 기구부 및, ,

구동부 전체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육상에서 그림 와 같2

은 시스템 운용 환경을 구축하고 그림 과 같이CR200 20

보행을 위한 기본자세 유지실험 장애물 회피를 위한 최대,

기립자세와 그림 과 같이 조류 극복 자세제어를 위한 롤21

및 피치 자세 제어실험 그림 와 같이 로봇 팔 작업 시, 22

취하게 되는 수중작업 기본자세 제어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이상 없이 구동됨을 확인하였다.

그림19. 관절토크성능실험관절 관절( 1-4, 5).

Fig. 19. Performance test of torque capacity for joint 1-4 and 5.

그림20. 보행기본자세및최대기립자세.

Fig. 20. Standard posture for walking and Maximum lifting

posture.

그림21. 자세변환롤및피치- .

Fig. 21. Posture change for rolling and pitching motion.

그림22. 자세변환로봇팔작업- .

Fig. 22. Posture change for manipulation.

결론VI.

본 연구에서는 의 다리 겸용 로봇 팔의 개발에 요CR200

구되는 필수 요소들을 제안하고 개념 설계 구체화 설계 및,

기구부 설계과정에 적용하였다 다리 겸용 로봇 팔의 주요.

사양과 특징으로는 유연한 자세 제어가 가능한 다리 부분

의 자유도를 포함한 자유도 수중 급 내압수밀성능4 6 , 200m /

을 갖는다 또한 다리 관절 부분에는 약 로봇 팔. , 680Nm,

부분에는 약 의 최대토크성능을 가지며 이 최80Nm , CR200

대 보행을 위한 관절 회전속도 및 로봇 팔 작업이0.5m/s

가능한 충분한 관절 움직임 범위를 가진다 구현한 다리 겸.

용 로봇 팔의 성능점검을 위하여 제작된 실물을 이용하여

내압수밀성능실험 관절 구동 토크 성능실험 및 몸/ , CR200

체에 장착하여 자세변환 실험을 수행하였다 추후 의. CR200

보행 및 로봇 팔 제어성능을 향상시키고 시스템의 안정화

단계를 거쳐 실 해역 실험 및 운용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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