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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침대를 위한 평행 4절 링크의 개선

Enhancement of 4 Bar Parallelogram Linkage for a Medical Bed

이영대*, 김창영**, 최문수**

Youngdae Lee*, Changyoung Kim**, Moonsoo Choi**

요 약 본 연구에서는 4절 평행 링크의 설계와 실제 구현에 대한 것으로 평행 4절 링크는 한축의 회전을 다른 축의

회전 운동으로 전달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구학적 메카니즘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런데 평행 4절 링크는 운동 도

중에 전환점에서 위상 역전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실제 구현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링크 역전

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위상 역전 억제용 링크를 옵셋을 두어 붙이는 2중 평행 사변형 형태의 링크를 제작

하면 되는 것으로 일부 알려져 있으나 실제 제작하여 실험한 결과 전환점에서 운동이 부드럽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상 역전 방지를 위한 옵셋을 주는 링크외에 보조적으로 평활한 운동

을 위한 링크를 추가시켜 피동축이 구동축을 따라 회전할 때에 특정지점에서 위상 역전이 발생하지 않고 평활한 운

동을 수행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주요어 : 4절 링크, 전환점, 위상 옵셋, 평활한 운동

Abstract The design and actual implementation of the four-bar parallel link was studied in the paper. The 
parallel four-section link is widely used as a basic kinematic mechanism for transmitting the rotation of one 
axis to the rotational motion of the other axis. However, the parallel 4 link has a problem that phase reversal 
occurs at the turning point during the movement. In order to prevent the link reversal, it is known that a 
double parallelogram-type link is formed by attaching an additional phase reversal suppression link with an 
offset. However, as a result of the actual fabrication experiment, the movement is not smooth at the transition 
point.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n this study, a link for smooth movement is added in addition to a link 
that provides an offset to prevent phase reversal, so that the phase reversal does not occur at a specific point 
when the driven shaft rotates along the drive shaft. The test result confirms the validity of our suggestion.

Key words :  4 bar link, changing point, phase offset, smooth 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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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4절 링크는 기구학에서 회전운동을 전달하는 대표적

인 메카니즘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1]. 관절 조인트로

접지에 연결된 링크를 일반적으로 크랭크라고하며 두

크랭크를 연결하는 링크를 플로팅 링크 또는 커플러라

고 한다.

평행사변형 연결 RRRR 또는 4R 연결에는 네 개의

회전 조인트가 있고 한 링크는 접지되어 고정되며 접지

링크 또는 고정링크 또는 프레임이라고 한다. 프레임에

연결된 두 개의 링크를 접지 링크라 하며 일반적으로

시스템의 입력 또는 출력 링크라고 한다. 마지막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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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플로팅 링크로 입력에 출력을 연결하게 되므로 커플

러 또는 커넥팅 로드라고 한다.

Ⅱ. 평면 4절 링크의 운동

 

1. 그라스호프의 법칙

그라스호프의 법칙(Grashof’s law)에서는 평면 4

절 링크 장치에서 적어도 하나의 링크가 완전 회전하기

위한 조건을 기술한다.

 

그림 1. 4절 링크

Fig. 1. 4 links

2개의 링크간에 상대적으로 연속적인 회전을 하도록

하려면 최단 링크와 최장 링크의 길이의 합이 나머지

두 링크 길이의 합보다 커서는 안된다. 식(1)은 이것을

설명하다.

   ≦                             (1)

여기서 는 가장 짧은 링크의 길이이고, 은 가장

긴 링크의 길이이며  , 는 나머지 링크의 길이이다.

그라스호프의 조건을 만족하는 링크의 종류로는

프레임에 고정된 최단 링크가 완전 360도 회전하는 크

랭크와 프레임에 인접한 또 다른 링크가 왕복각 운동을

하는 로커가 있다.

식(1)의 부등식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즉

     이면 어떤 링크도 회전할 수 없는 비그

라스호프 링크기구(Non-Grashof mechanism)가 된다

[2].

그림 2. 4절 링크의 운동

Fig.2 The motion of 4 links

2. 4절 링크의 운동식

평면 4절 링크에 대한 벡터 방정식을 유도하면 다

음과 같다.

그림 3. 4절 링크의 기호와 심볼

Fig.3. The notation and symbol of 4 links





 (2)

식(2)는 좌하단 원점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벡타의

합이 좌하단 원점에서 시계 방향으로 벡터의 합과 좌상

단에서 같야져야 함을 의미한다.

위의 방정식을  성분으로 분해하고 미분 및 거

듭 미분하면 표 1의 식(3)-(8)과 같은 위치, 속도 및

가속도에 대한 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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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식 수식

위치방정식
x-성분: cos  cos  cos cos

y-성분: sin  sin  sin  sin (3)

속도방정식

 sin  sin   sin

cos cos  cos




 


 sin sin

cos cos




 










 


sin

 cos
(4)

가속도방정식

 sin  
cos  sin  

cos  sin  
cos

cos 
sin cos  

sin  cos  
sin




 


 sin sin

cos cos




 










 sin 

cos 
cos  

cos

 cos 
sin 

sin  
sin

(5)

 (= )지점상에서 위치, 속도 및 가속도

위치방정식
  cos  cos  

  sin  sin   
(6)

속도방정식
 sin  sin    
 cos cos   

(7)

가속도방정식
 sin  

cos  sin    
cos   

 cos  
sin  cos    

sin   

(8)

그림 7  지점상에서 위치

Fig. 7. The position in 

표 1. 평행 4절 링크의 운동방정식 [2]

Table 1. The equation of 4 paraellel link’s motion [2]

식(4)는 식(3)을 시간에 대해 한번 미분한 것이고 식

(5)는 두 번 미분한 것이며, 식(7)은 식(6)을 한번 미분

한 것이고 식(8)은 두 번 미분한 것이다.

III. 평면 평행 4절 링크의 운동

1. 평행 4절 링크의 운동

평행 4절 링크는 그라스호프 링크 기구의 특수한

형태 (     )로 모든 링크는 이중 크랭크나

크랭크 로커가 되며 입력 크랭크의 1회전에 대해 2번의

전환점이 발생하게 된다[2].

즉 구동축의 일방향 운동에 있어서 피동축이 이를

제대로 추종하지 못하고 전환점에서 피동축의 회전각

이 반전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1][2].

여기서 전환점(change point)란 모든 링크가 일직선

상에 놓이는 현상으로 전환점에서의 출력링크의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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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예상이 불가능하게 된다. 그림 4의 전환점에서 (a)와

(b)는 서로 바뀔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

다.[2]. 즉 피동축이 구동축을 따라 (a)와 같이 되지 않

고 (b)와 같이 위상 역전이 있을 수 있다.

(a)정상운동 (b)전환점

(a)Normal motion (b)Changing points

그림 4. 4절 평행사변형 링크의 운동

Fig. 4. The motion of 4 bar parallelogram

2. 전환점을 피하는 방안

기존의 4절 링크에서 전환점을 피하는 방안으로는

조인트각이 전환점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

안이나 가능하다면 구동축과 피동축 사이를 스프라켓-

체인으로 동기화 시키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체인을

사용하는 경우에 단점은 체인의 백래시와 소음 그리고

비용 증가 문제를 들 수 있다.

그림 5. 스프라켓-체인 메카니즘

Fig.5. Spracket-chain mechanism

그림 6.위상차를 갖는 이중 평행 사변형 링크 메카니즘

Fig.6. The double parallelogram linkage mechansim with offset

또 다른 방법으로는 그림 6와 같이 이중 평행 사변

형 링크를 사용하는 것이 있다. 이 방법은 종동축과 피

동축 사이에 위상차 옵셋을 갖는 추가적인 조인트 링크

를 두어 두 개의 평행 사변형이 위상차를 가지고 운동

하도록 메카니즘을 설계하는 방법으로 이론적으로는 위

상차에 의해 전환점에서의 위상 반전을 피할 수 있다.

III. 위상 옵셋이 있는 이중 평행 사변형

링크 및 개선 방안

1. 위상 옵셋이 있는 이중 평행 사변형 링크 메카니즘

이중 평행 사변형 링크 메카니즘이 이론적으로는

종동축 2개가 구동축 1개를 따라 전환점없이 완전히 동

기화된 운동을 해야 하지만, 실제 제작한 결과 피동축

이 구동축을 완전히 추종하지 못하고 전환점 부근에서

순간적으로 위상 반전이 발생하여 피동축이 덜그덕 거

리는 지점이 발생하였다.

문헌 [3]에서는 링크의 유연성과 조인트의 강성을

고려한 4절 링크의 성능 평가를 제시하였지만 본 연구

에서 제작된 4절 링크는 조인트와 링크의 강성이 충분

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림 7의 (a), (b)는 제작된 옵셋이 있는 이중 평행

사변형 링크에서 피동축이 구동축을 못 추종하는 경우

를 설명하는 그림이다.

(a) 이상적인 경우

(a) Ideal case

(b) 실제의 경우

(b) Real case

그림 7. 위상 옵셋이 있는 이중 평행사변형 링크의 전환점에서

의 문제

Fig. 7. The Problem in double parallelogram linkage with offset

in the changing point

이중 평행사변형 링크는 이상적인 경우 피동축이 종

동축을 추종하나 실제 이중 평행 사변형 링크를 제작한

결과 일직선상에서 피동축이 종동축을 순간적으로 추

종치 못하고 덜거덕 거리는 현상이 그림 과 같이 발생

하였다. 이는 가운데 링크의 위상옵셋을 증가하여도 발

생하였다,

2. 개선된 평행 링크 메카니즘 및 제작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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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평행 사변형 링크의 옵셋을 충분히 주어도

전환점 순간적으로 피동축이 구동축을 추종하지 못하

고 덜거덕 거리는 현상은 추가적인 조인트 링크를 삽입

하여 방지할 수 있다.

2개의 평행 사변형 링크보다 3개나 4개의 평행

사변형 링크를 구성하는 식으로 조인트 링크 메카니즘

을 구현하면 되는 데 본 연구에서는 4개의 평행 사변형

링크를 구성하고 이중 가운데 조인트 링크에 위상 옵셋

을 두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추가적인 조인트 링크는 제약조건의 역할을 수행하

여 실제 제작물이 운동중 전환점에서 덜거덕 거리는 현

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구동입력축과 링크 옵샛을 가운데 중심에 두고

전환점 해결을 위한 링크들을 좌우에 2개씩 각각 배치

하여 출력축이 입력축과 동기화되도록 하였으며 전환

점에서의 급격한 각 변위 변화를 억제하고 부드러운 운

동을 이룰 수 있도록 설계하여 제작하였다.

(a) 그림 옵셋이 있는 4중 평행사변형 링크 설계

(a) Quad parallelogram link design with offset

(b) 제작된 4중 평행 사변형 링크 메커니즘

(b) The quadrilateral link mechanism fabricated

그림 8. 4중 평행사변형 링크 메카니즘

Fig. 8. The quad parallelogram link mechanism

IV. 의료용 침대에의 적용

제작된 평행사변형 링크 메카니즘은 의료용 침대

에 적용하기 위하여 설계되었다. 그림 9는 이런 메카니

즘을 16개 장착한 건반 구조형 기구물로 욕창방지, 시

트자동교환 및 환자이송을 위한 의료용 전동 침대이다.

기존에 제작된 의료용 침대[4]에서는 건반을 설계

할 때 슬라이딩이 있는 크랭크 메카니즘으로 건반 링크

당 2개의 모터가 소요되었으나 새로이 설계된 평행사변

형 링크 구조물에서는 건반당 1개의 모터가 소요되며

16개 건반의 운동으로 욕창 방지외에도 환자횡이송 및

ASX모듈과의 동기운동으로 시트 자동교환을 행할 수

있게 된다[5].

그림 9. 개발중인 의료용 전동 침대의 외관

Fig, 9. The appearance of the developing medical bed

V. 결론

4절 링크는 다양한 산업용 장비 및 제품에서 널

리 사용되는 기구이며 4절 링크 중 평행 사변형 링크는

평행 4절 링크는 그라스호프 링크 기구의 특수한 형태

로 입력 크랭크의 1회전에 대해 2번의 전환점이 발생하

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체인-스프라켓에

의한 입출력 링크의 동기화 방법과 위상 옵셋을 주기

위한 링크를 추가하는 이중평행사변형 링크 구조 메카

니즘이 있다. 그러나 위상 옵셋을 갖는 이중평행사변형

링크를 실제 제작하여 실험해보면 여전히 출력링크가

입력링크를 일직선상에서 잘 추종하지 못하고 덜그덕

거리는 현상이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조 조

인트 링크를 위상 옵셋을 두고 추가한 4중 평행 사변형

링크 메카니즘을 제작하여 시험한 결과 출력 링크가 입

력 링크에 동기되어 전환점에서 덜거덕 거림이 없이 회

전하면서 부드러운 운동을 실행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추가한 조인트 링크는 제약조건의 역할을 수행하여

피동 출력축이 구동 입력축을 잘 추종하지 못하고 덜거

덕 거리는 것을 억제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의료용 침대는 평행사변형 링크에 의해 승하

강이 독립적으로 제어되는 다수의 승하강 링크 모듈이

인접하여 평행하게 배치되고 상기 각 승하강 링크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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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합축 하나에는 전기 모터가 링크 구동을 위해 결

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욕창

방지 운동, 시트자동교환운동 및 환자횡이송을 용이하

게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앞으로 남은 연구는 위상옵셋을 갖는 제작된 다중

평행사변형 링크 메카니즘의 기구동력학적인 특성을

이론적으로 해석하여 문제 현상과 해결이유를 분명히

파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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