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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커-크랭크 기구에 대한 기구 재구성법의 응용
Application of Mechanism Reformation Method for a Rocker-crank Lin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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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  6-bar linkage assembled by two 4-bar link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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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9-bar lin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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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  Simple 4-bar linkage

1. 서론

산업체에서 응용되고 있는 자동화 장치에는 4절기구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4절 기구장치는 crank 입
력운동에 대해 rocker 출력운동이 수행된다. 그러나 산업 분

야가 다양화됨에 따라 불규칙적이거나 과도한 변위에 대해

서 이를 수용하고 운동전달을 원활히 하는 기구가 요구된

다. 기구 설계는 여러 가지 기구요소를 합성하여 요구되는 

운동이 가능한 적절한 형태의 기구를 만들어 내는 것이므

로, 설계조건을 충족한 설계라 할지라도 최적이 아닐 수 있

거나 혹은 전혀 가능성이 없어, 설계의 처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러므로 설계과정에서 많은 시행착

오와 반복적인 설계와 확인을 해야 하며, 이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며 경험이 풍부한 설계자만이 기구설

계가 가능하다. 따라서 기구설계의 용이성과 시행착오를 줄

이기 위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구성방법이 필요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보완하고자 기구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rocker 입력운동에 대해 crank 출력운동이 

발생하는 링크기구 시스템 구성방법을 기구 재구성법을 통

해 제시하였다. 

2.  링크기구 장치의 특성 분석
  

링크기구는 미리 정해진 형태의 운동을 전달하기 위해 

배열된 요소들이 기준 프레임에 붙어 있는 기구학적인 체

인이다. 어떠한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의 구동 자유

도(Mobility)는 연결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기구의 전체적인 

구동 자유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기구적 체인 상태에서 링

크(Link)간의 연결요소인 조인트(Joint)의 상관관계에서 정의

되며, 평면기구의 경우에 구동 자유도는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Mobility, {m} =      (1)

여기서 은 Link의 수, 은 2개의 자유도를 구속 시키는 

joint의 수, 는 1개의 자유도를 구속 시키는 joint의 수이

다.

 산업에 널리 이용되는 4절 링크기구로서 요동운동 입력

에서 회전운동 출력으로 변환하는 crank-rocker type의 기구

를 Fig.1과 같이 구성하면,  = 4,   = 4,   = 0에 의해  

구동 자유도 m = 1이 된다.

3.  기구 재구성법

링크기구 장치의 개발을 위해 기구의 특성을 파악하여 

연결요소와 기구를 합성하여 새로운 시스템으로 재구성한

다. 기구를 재구성하여 원하는 운동의 시스템의 설계변경을 

위하여 기구 시스템의 이해가 필요하다. 기본 링크기구 

crank-rocker 운동의 시스템의 균형을 위해 4절 링크기구를 

추가하여 Fig.2와 같이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여기서  = 6,   = 7,   = 0 이므로 구동 자유도 m = 1
이 된다. crank 입력운동이 서로 다른 두개의 링크에서 일

어나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하나의 링크의 입력운동과 

동일하다. 이러한 두개의 crank 입력운동을 하나의 링크에

서 제어하기 위하여 링크를 추가하여 Fig.3과 같이 시스템

을 구성하였다.

Fig. 3의 기구에 대한 구동자유도(n=9, =12, =0)는 m = 
0인 구조물 상태가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1개
의 링크를 추가하여 m=1이 되는 10절 링크기구장치로 재구

성하는 설계 방법을 Fig. 3에서 각각의 section(A~F)으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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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면 Fig4 ~ Fig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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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odification of sectio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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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odification of section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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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Modification of section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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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Modification of section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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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Modification of section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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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fter modification
Fig. 9  Modification of section F

4. 기구 재구성법의 응용

링크기구의 새로운 장치로 구성하기 위하여 Fig. 10의 단

일 4절 링크기구 (b)에 5절 링크기구 (a)를 추가하여 8절 링

크기구장치 (c)를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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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Reformed 8-bar linkage
Fig. 10  Example for reformation mechanism

여기서 (b)의 연결요소  = 4,   = 4,   = 0로 구동 자유

도 m = 1이고, 추가 링크 (a)의 연결요소  = 5,   = 6, 
  = 0이므로 구동 자유도 m = 0 이다. 링크 기구 (a)와 

(b)의 합성의 기구 변환으로 기구 (c)의 경우  = 8,   = 
10,   = 0이므로 구동 자유도 m = 1로 검증하였으며, 기
구 재구성이 필요한 경우 연결요소를 결정하여 시스템을 

구축하면 차후 시스템 변환에 시행착오를 감소할 수 있다.

5. 결론

링크 기구설계는 체계적으로 정립된 알고리즘이나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해를 구하는 정성적 설계(qualitative design)에 

속한다. 이미 사용되고 있는 기구의 성능 및 제작의 관점에서 

볼 때, 재구성을 위하여 가능한 여러 종류의 기구에 대한 경험적 

지식이 요구된다. crank-rocker  기구 변경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적용하여 링크 기구 재구성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기구 설계에 있어서 기존 시스템에 적용되어 

산업 시스템의 발전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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