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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ynamic characteristics of a wrist power transmission examine closely with mass property, to present a model 
which is able to induce the vibration is ultimately the purpose. A robot wrist power transmission for analysis 
model gets the mass property through the approach to be the experimental. A bearing equivalent stiffness which 
supports the axis and a gear contact equivalent stiffness are determined by the simplicity analysis model 
compared the result of the experiment. We calculate the vibration tendency of the robot wrist power 
transmission by an analysis tool which is called the RecurDyn. We compared it with a signal analysis 
experiment's which a robot operation happens which is based on the ambient noise. 
 

1. 서론 

산업의 발달로 자동화가 진행되면서 산업용 
로봇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외에서 고성능 로봇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산업용 로봇 중에서 모든 
축이 회전하는 수직 다관절 로봇이 가장 큰 비중

을 차지하고 있으며, 구동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
해 로봇 동력 전달계의 동특성은 성능 향상을 위
해 규명되어야 하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산업용 로봇은 구동 특성에 따라 
로봇의 자세를 결정하는 기본축과 작업 공구의 위
치를 제어하기 위한 손목축으로 나눌 수 있다. 로
봇의 모든 축은 모터와 감속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본축은 모터와 감속기가 일체형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손목축은 기구학적인 특성 때문에 모터의 
동력이 감속기까지 전달 하기 위해 복잡한 동력 
전달 구조(1), (2) 를 가지고 있다. 로봇의 각 축에 
대한 소음특성 연구 결과 기본축 보다는 손목축에

서 더 큰 소음이 발생(3)하였으며, 특정 위치로부터

의 소음이 크게 발생 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
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로봇 손목축은 손목의 관
절 운동을 구현하기 위해서 베벨기어, 스퍼기어, 
축, 베어링등 다수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
문에, 로봇 손목축의 동특성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일은 쉽지 않다. 손목축에 대한 기구학적인 메커

니즘의 특성은 기존의 연구를 통해 규명되었지만
(1), (2) 이는 로봇의 거동 특성에 대한 것이기 때문

에 이를 바탕으로 손목축의 동특성을 규명할 수 

없다.  

로봇 손목축의 구동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품에 대한 기구학적, 
동적 거동 특성을 정확하게 고려해야 한다. 손목

축의 주요 요소품인 기어나 베어링은 동력을 전달

하거나 구조물을 구속시켜 주는 설계 요소로 작용

할 뿐 아니라 요소품 자체가 강성으로 작용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의 동적 특성에 영향을 준다. 
(5), (6), (7) 손목축의 동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시스템

에서의 기어와 베어링의 등가강성을 규명해야 하
는데, 등가강성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베어링 및 
기어에 작용하는 외적인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이론적으로 손목축 시스템에서의 요소품의 특성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본 논문에서는 실험적 방법을 통해 로봇 손목

축에서의 동력전달계의 동특성을 규명하였다. 로

봇 손목의 동력전달계에 대한 동특성을 규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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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품의 물성치를 측
정하였으며, 이론적으로 구하기 힘든 베어링과 기
어 접촉부의 등가강성을 실험과 단순화된 모델에 
대한 매개 변수연구를 통해 추출 하였다. 이와 더
불어 시스템에 동적 해석은 동역학 해석 프로그램

인 RecurDyn을 이용하여 해석 모델을 구성하였다. 
동력전달계를 모델링하는데 있어서 축은 강체로 
모델링하였으며 축을 지지하는 베어링과 기어 접
촉부는 스프링으로 모델링 하였다. 그리고 모터로

부터 발생되는 토크를 해석 모델의 가진력으로 하
여 시스템의 진동을 분석하였다. 또한, 해석 모델

에 대한 검증을 위해 로봇 손목축의 구동 상태에

서의 소음 실험과 비교하였고, 동적 안정성을 확
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2. 산업용 로봇 

2.1 로봇의 구조 

일반적인 산업용 로봇은 Fig. 1과 같이 6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로봇 몸체를 구동하는 
기본축이라 불리는 1축, 2축, 3축과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로봇 손을 구동하는 손목축인 4축, 5축, 
6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본축은 모터로부터 
동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지만 손목축은 구
조적 특성 때문에 모터로부터 직접적으로 동력

을 전달 받지 못하고 기어를 이용한 동력 전달 
메커니즘에 의해 구동된다. 이러한 이유로 산업

용 로봇에서 동적 특성이 가장 불안정한 부분은 
손목축이다. 

2.2 손목축의 구조 

로봇 손목축은 Fig. 2와 같이 여러 개의 축과 
기어 및 감속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축은 볼 베어

링으로 지지되어 있다. 손목 관절의 특성을 구현

하기 위하여 사용된 베벨 기어와 스퍼기어가 사용

되며 모터로부터 발생하는 동력을 감속기까지 전
달하여 손목축이 구동한다. 베벨 기어를 통해 전
달되는 모터의 동력은 반경방향의 회전력이 베벨 
기어의 특성에 따라 축 방향과 반경 방향으로 힘
이 분산되면서 손목 축 시스템에 가진력으로 작용

하게 된다. 이는 손목축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과
도한 진동이 유발되며 이는 소음으로 발생하게 된
다. 

 

 

Fig. 2 Schematic diagram for axes 5 and 6 

Fig. 3 Experimental setup for the system analysis 

3. 진동 및 소음에 대한 실험 

3.1 시스템 분석 

시스템 분석은 어떤 시스템의 고유한 특성을 
알아내는 기법으로 측정 가능한 힘으로 가진하고 
진동 응답신호를 측정하여 입력 대 응답의 비, 즉 
주파수 응답함수를 구하여 시스템의 동특성을 해
석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손목축 시스템이 
구동 상태에서 베어링 및 기어 접촉부가 스프링처

럼 작용하는 상당강성을 구하기 위해서 시스템 분
석을 하였다.  

베어링 및 기어 접촉부의 고유한 특성을 파악

하기 위해서는 구동상태에서의 실험을 해야 하지

만, 실제 로봇의 구조상 이러한 실험이 불가능 하
므로 관심이 되는 부분을 로봇에서 분리하여 실험

을 수행하였다. 로봇 손목축의 단품은 하중 및 물
림 조건을 재현하기 위해 구속조건은 자유단과 고
정단 상태에서 실험하였다. 시스템을 가진하기 위
하여 충격해머(B&K Type8202)를 이용하였고 가진

에 대한 응답은 3축 가속도계(B&K Type4326)를 
사용하였고 모드실험의 개략도는 Fig. 3과 같다.  

Reducer

Reducer

Bevel Gear

Spur G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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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소음 측정 

운전상태에서 소음 측정을 통해 로봇 손목축

의 구조적인 특성을 간접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목
적이다. 산업용 로봇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3) 손
목축에서 발생되는 주요 소음은 치차에 의해 발생

되기 때문에 손목축의 동력전달계의 특성을 분석

하는데 소음 측정을 활용하였다. 

운전중인 로봇의 소음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로봇 주위의 암
소음을 측정해야 하므로 로봇을 기준으로 3m 간
격으로 전후 및 좌우 방향으로 6m 거리까지 암소

음을 측정하였다. 로봇의 소음 측정시 구동부의 
속도변화는 시스템에 가진을 유발할 수 있고, 소
음 발생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므로 각 단계를 
15단계(모터 정격 rpm의30%~100%)로 나누어 속도

를 5%씩 증가시켜 가면서 소음레벨을 측정하였다. 
소음 측정은 정속 운전구간에서 실시하는 것이 일
반적이지만 로봇을 한 방향으로 정속으로 운전하

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감속이 포함된 등속

구간을 1사이클로 하는 운전구간에서 소음을 측정

하였다. 소음계(LARSON-DAVIS system 824)는 전방

향으로 3m위치에 설치 하여 측정을 수행하였다. 

 

4. 손목축 해석 모델 

4.1 손목축 요소품의 물성치 

로봇 손목축은 Fig. 4와 같이 5축 구동부와 6
축 구동부로 구성되어 있다. 5축 구동부는 한 쌍의 
축, 베어링 구조와 감속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쌍의 베벨기어를 통해 동력이 전달된다. 6축 구동

부는 세 쌍의 축, 베어링과 감속기로 구성되어 있
으며 두 쌍의 베벨기어와 한 쌍의 스퍼기어로 구
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로봇 손목축은 6개의 단
품과 네 쌍의 기어를 가지고 있으며 각 축은 베어

링으로 지지되어 있다.  

손목축에 대한 해석 모델을 구성하기 위해서

는 각 요소품에 대한 물성치를 알아야 한다. 로봇 
손목축의 단품에 대한 실험과 설계도면으로부터 
질량 및 질량관성모멘트를 추출하였으며, 이는 
Table 1과 같다.  

4.2 베어링의 등가 강성 

로봇 손목축 시스템의 동특성을 규명하기 위 

Table 1 Mass properties of axis 5 and 6 

 Mass (kg) Inertia (kg/mm2)

Axis 5 
5-1 1.336 5470 

5 reducer 0.990 772 

Axis 6 

6-1 0.630 772 
6-2 0.934 1290 
6-3 0.440 3070 

6 reducer 0.445 285 
 

Table 2 Equivalent stiffness for bearing of axis 5 and 6 

 
Equivalent Stiffness(N/mm) 

Axial Radial 

Axis 5 
5-1 12060 119200 

5 reducer 9700 115400 

Axis 6 

6-1 9170 437400 
6-2 32300 341500 
6-3 5813 40000 

6 reducer 36800 193600 
 

Fig. 4 Analytic model of a robot wrist 

 

 

 

 

Fig. 5 Simplified model of a bearing system 

해서는 요소품의 질량, 질량 관성 모멘트뿐 아니

라 축계를 지지하는 베어링에 대한 특성을 알아야 
한다. 축을 지지하는 베어링은 일반적으로 단순 
화 하여 스프링으로 볼 수 있으며, 축 방향과 반
경 방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베어링은 내륜, 외륜, 
압력각 및 예압등의 상호 복합적인 작용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이게 되는데, 이를 모두 고려하여 
이론적으로 베어링이 작용하는 강성값을 추출하기

5-1

6-16-2

6-3

5 reducer

6 reducer

Axis 5

Axis 6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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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쉽지 않다. 따라서 시스템 분석법의 실험적 방
법을 통해 베어링의 등가 강성을 규명하였다.  

6개의 요소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로봇 손목축

은 모두 볼 베어링으로 지지되어 있다. 각 단품의 
베어링을 평가하기 위해 지지하고 있는 축은 강체

로 가정 하였으며, 베어링의 외륜을 구속하여 축 
방향과 반경 방향의 모드 해석을 수행하여 강체와 
스프링으로 작용하는 공진 주파수를 추출하였다. 
단품에 대하여 Fig. 5와 같이 축, 베어링의 구조를 
단순화 하고 Table 1의 물성치를 이용한 고유치 해
석과 시스템 분석실험의 주파수 응답함수의 공진

주파수를 비교하여 베어링의 축 방향과 반경방향

의 등가강성을 추출하였으며, 이는 Table 2와 같다. 

4.3 기어 접촉부의 등가 강성 

로봇 손목축의 해석 모델을 구성하기 위해서

는 기어 접촉부의 특성을 규명해야 한다. 기어 접
촉부에 대한 모델링을 단순화 하기 위해 접촉부를 
스프링으로 가정하여 모델을 수립하였다. 기어 접
촉부에 대한 강성을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베어링의 등가 강성을 추출

한 방법과 동일하게 접촉부의 강성값을 추출하였

다. 등가 강성을 추출하기 위한 모드 실험에서 기
어의 물림을 재현하기 위하여 부하 상태에서 실험

을 수행하였다.  

로봇 손목축의 기어 접촉부는 Fig. 4에서 보는 
것과 같이 5축 동력 전달 구조의 베벨기어 한 쌍, 
6축 동력전달 구조의 베벨 기어 두 쌍과, 스퍼기

어 한 쌍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어 접촉부에 대한 
모드 실험은 물림 상태에서 치차의 수직 방향으로 
가진하여 응답특성을 분석하였다. 기어 접촉부의 
강성 추출을 위한 해석 모델링은 치차 물림이 발
생하는 축, 베어링의 등가 강성의 물성치를 이용

하여 구성하였으며, 모델에 대한 고유치 해석 결
과와 응답특성을 비교하여 기어 접촉부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등가 가성을 추출하였으며 Table 3과 
같다.  

Table 3 Equivalent stiffness for gear contact  

 Equivalent Stiffness(N/mm) 
Axis 5 ① 51600 

Axis 6 
② 17700 
③ 1660 
④ 15300 

 

4.4 다물체 동역학을 이용한 해석 모델 

(1) 해석 모델 

로봇 손목축은 축, 기어와 베어링으로 구성되

어 있다. 시스템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동역학 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손목축의 
요소품은 평면운동을 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축
은 강체로, 베어링은 스프링으로, 기어 접촉부 접
촉 조건을 갖는 스프링으로 구성하였다. 축에 대
한 질량과 질량 관성 모멘트는 Table 1의 값을 사
용하였으며, 베어링의 등가 스프링은 지지 위치를 
고려하여 한 개의 베어링에 대하여 축 방향과 반
경방향의 스프링으로 모델을 수립하여 Table 2의 
값을 사용하였으며, 기어 접촉부는 Table 3의 값을 
해석 프로그램에 적용하였다.  

 (2) 해석 모델의 가진력 

손목축에 대한 동적 특성 분석을 하기 위해 
가진에 대한 응답을 분석하였다. 손목축이 구동하

기 위해서는 모터로부터의 회전력이 축계와 기어

를 통해 동력이 전달된다. 이 과정에서 모터의 속
도에 따라 기어 접촉부에서는 물림이 발생하면서 
조화 가진이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모터

의 회전 속도에 의해 발생되는 입력 토크를 각 치
차의 물림 주파수로 대응하여 가진하였다. 이는 
손목축의 구동 속도가 증가하면서 발생되는 토크

를 기어의 접촉 부분에 외력으로 작용시킨 것이다.  

5. 해석 결과 

5.1 해석 모델의 진동량 평가 

해석 모델에 대한 평가는 손목축의 정격 출력 
속도의 30%에서 100%까지 5%씩 속도를 증가 시
키면서 진동 응답 특성을 분석하였다. 기어 접촉

부에서 조화 가진에 따라 각 요소품은 베어링의 
지지 조건과 기어 접촉조건에 따라 다른 특성을  

 

 

 

 

 

 
Fig. 6 Exciting model of the gear cont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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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 것이며 축은 강체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무게 
중심에 대한 응답을 보일 것이다. 로봇 손목축의 
소음 특성에 기존 연구 결과 6축의 6-1축과 6축 
감속기의 베벨 기어에서 가장 큰 소음이 발생하였

다. (3) 본 연구에서는 베벨 기어의 물림 위치에서

의 진동량을 평가 하였다. 해석 모델의 기어 물림 
위치에서의 운동은 Fig. 6과 같이 물림이 일어나는 
두 기어는 구속 조건에 따라 운동을 할 것이며 본 
논문에서는 두 기어의 상대 운동량에 대하여 진동

량으로 분석하였다.  

 

5.2 모델에 대한 해석 결과와 검증 실험 

입력 구동 속도의 변화에 대한 해석 모델의 
진동량과 로봇 구동 상태에서의 소음 측정 결과는 
Fig. 7이다. 해석 모델에 대한 진동량과 실험에 의
한 소음의 값을 비교하기 위해 모두 dB로 표현하

였다. 해석 결과와 소음 측정 실험 결과 모두 모
터의 정격출력 속도의 45% ~ 50%, 75% ~ 80%에서 
진동량 및 소음의 증폭현상을 볼 수 있다. 소음  

Fig. 7 Compare with experimental and analysis 

 

Fig. 8 Analysis result of an axial stiffness increase 

측정 결과 구동 상태에서의 로봇 손목축의 시스템

은 구조적인 공진에 의해 45% ~ 50%, 75% ~ 80%에

서 소음의 증폭이 발생하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손목축의 요소품에 대한 특성을 고려한 해석 모델

에 대한 해석 결과 또한 실험 결과와 유사한 영역

에서 진동량의 증폭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해석 모델과 소음 실험 결과의 비교를 통해 해석 
모델에 대한 타당성이 검증되었다. 

5.3 구조 개선에 대한 진동 평가 

소음 실험을 통해 검증된 해석 모델을 통해 
로봇 손목축 시스템의 진동을 저감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해석 모델에서 기존의 설계 
사항을 유지하면서 로봇 손목축의 특성을 변화 시
킬 수 있는 요소품은 베어링이다. 축과 기어는 로
봇의 제어 특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설계 사항

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베어링의 경우 축
을 지지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므로 동일한 내·

외륜을 갖는 다른 타입의 베어링으로 교체가 가능

하다. 이 경우 축계 시스템에서 스프링처럼 작용

하는 베어링의 강성이 변하기 때문에 손목축 동력 
전달 시스템의 동적 특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시스템의 동적 안정성을 위해서 
스프링 강성을 높이게 된다. 높은 강성에 의해서 
구조물의 고유진동수는 올라가는 현상을 볼 수 있
는데, 에너지 관점에서 고주파의 진동량이 더욱 
작기 때문에 시스템을 안정하게 된다. 본 연구에

서는 손목축 해석 모델의 베어링의 축 방향 강성

값을 기존보다 30%를 증가시켜 해석하였고 기존

의 결과와 비교하였으며 Fig. 8과 같다. 개선 전 
해석 모델의 모터의 최고속도의 75%의 구동 상태

에서 가장 큰 진동량을 가지고 있었다. 베어링의 
강성을 증가시킴으로써 피크 값이 이동하였으며 
진동량도 약 30%정도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개선 결과를 로봇 손목축에 적용하여 소음

의 저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6. 결 론 

본 연구를 통하여 산업용 로봇 손목축을 구성

하는 각 단품의 물성치를 실험적 방법으로 획득하

였고, 일부 물성치는 실험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론

적으로 규명하였다. 축을 지지하는 베어링과 동력

을 전달하는 기어 접촉부는 스프링으로 구현 하였

으며, 스프링의 강성값은 시스템 분석(System 
Analysis)의 결과로부터 결정하여 로봇 손목축 진

65

70

75

80

30 40 50 60 70 80 90 100

RPM(%)

R
M
S
(d
B
)

Test

Analysis

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30 40 50 60 70 80 90 100

RPM(%)

R
M
S
(m
m
/s
)

Original

Modified

154



동량 해석 모델을 수립하였다. 

해석 모델은 동역학 해석 프로그램인 Recur-
Dyn을 이용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로봇 손목축의 
구동속도에 따른 소음 경향을 해석한 결과 측정 
소음의 경향과 약간의 차이는 발생하나 소음 레벨 
변화 추이가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산업용 
로봇 손목축의 설계 사양 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
는 접촉부의 속도 진동량 변화 추이를 해석하여 
로봇 손목축의 속도 변화에 따른 소음 분포 경향 
예측에 활용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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