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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제작상의 문제로 발생하는 기계운동의 오차를 그 요인에 대한 

기구학적 고려를 통해 보정함으로써 기계의 정밀도를 효율적으

로 향상시킬 수 있다. 기구 오차의 요인은 크게 계통오차

(systematic error)와 우연오차(accident error)로 나뉘는데, 우연오

차는 그 특성상 보정이 어렵다. 기구의 계통오차를 줄이는 일반적

인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Fig. 1 참조)
1. 기준 공구 경로를 선택하여 경로 상의 점들의 배열 p

   ⋯을 추출한다. 
2. 제작 오차로 이루어진 오차 파라미터 E   ⋯를 

으로 설정한다.
3. 대상기계의 역기구식을 풀어, 추출한 p에 해당하는 엑튜에

이터 변위 q를 구한다. 
4. 단계 3에서 계산한 q를 적용한 정기구식을 풀어 공구자세의 

배열 p E를 결정한다.
5. p E와 측정에 의한 공구자세 p 로 계산되는 

비용함수(cost function)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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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용함수 E를 감소시키도록 오차 파라미터 E값을 설정
하고, 단계 3에서 단계 6까지의 과정을 비용함수 E가 최소가 

될 때까지 반복한다.

Fig. 1 Definition of the Cost function

위와 같이 비용함수 E가 최소가 되도록 오차파라미터 

E의 값을 결정하여 제어기에 그 값을 설정함으로써 기구학적 
계통오차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 때, 기준 공구 자세 p로부터 

엑튜에이터 변위 q를 결정하기 위해 역기구식이 사용되며, q로
부터 오차를 고려한 자세 p E를 결정하기 위해 정기구식

이 사용되므로, 정기구식과 역기구식의 효율적인 계산이 기계의 

제어와 정밀도 측면에서 모두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직렬기구의 

역기구식(Inverse Kinematics)과 병렬기구의 정기구식(Forward 
Kinematicsp)을 닫힌꼴(closed form)로 표현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

로 알려져 있으며, 기존의 많은 연구가 수치해법을 사용하였

다.[1] 
직렬구조는 운동능력이 뛰어나고 작업영역 확보가 용이하여 

이미 많은 공작기계에 적용되었으며, 병렬구조의 높은 강성유지 

능력을 공작기계에 적용하려는 연구도 보고된 바 있다. 근래에는 

두 구조가 혼합된 하이브리드 구조를 통해 각 구조의 장점을 

취합하려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2]
본 논문에서는 과구속(over-constrained)조건을 포함한 하이브

리드 구조 공작기계의 한 사례를 소개하며, 오차보정을 위하여  

과구속 조건을 효율적으로 다루고 수치해법에 활용될 수 있는 

형태의 기구학적 관계식을 수립하는 방법을 보인다.

2. 역기구식 수립을 위한 변수 설정

Fig. 2에 대상기계의 형상과 대상기계를 정면에서 바라본 모식

Fig. 2 A Hybrid Machine Tool

도를 나타내었다. Fig. 2에 보인 바와 같이 대상기계는 무빙플랫폼

(moving platform)을 기준으로 직렬부(serial part)와 병렬부

(parallel part)로 나뉜다. 직렬부는 두 개의 회전 엑튜에이터로 

구동된다. 병렬부는 axis-2를 기준으로 axis-1과 axis-3가 좌우 

대칭인 구조를 이루며, 각 축에 선형 엑튜에이터가 부착되어 

있다.
과구속(over-constrained)된 대상기계의 병렬부가 3자유도로 

구동하기 위해서 ‘axis-1moving platformaxis-3'의 기구적 연쇄

가 한 평면상에 존재하도록 과구속을 포함하여 기계가 설계되어 

있다. 이 과구속조건을 효율적으로 다루면서 역기구 해석을 수행

하기 위해 Fig. 3에 보인 변수들을 사용하여 독립변수를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X        

T

선택된 미지수의 조합 X는 axis-2와 직렬부의 관절변수들로 이루

어져 있다. axis-1, 3을 제거한 상태에서 axis-2와 직렬부로 이루어

진 기구적 연쇄를 7자유도 직렬기구로 간주할 수 있다.
공구의 위치벡터 r과 공구의 방향벡터 t이 주어진 

상태에서 독립변수 X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학적 관계를 

유도할 수 있다.

rX E r (1)
tXE t (2)

이 때 rX E와 tX E는 오차파라미터 E가 주어진 상태에서 

axis-2와 직렬부로 구성된, 앞서 언급한 7자유도 직렬기구의 정기

구식이다. 직렬기구의 정기구식을 유도하는 것은 간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Fig. 4의 우측에 정기구식, rXE과 tX E를 

계산하는 경로를 도식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한편, axis-1과 axis-3
에 의한 무빙플랫폼의 과구속조건을 완화하여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Fig. 3 Independent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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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imultaneous equations for kinematic analysis

j X E∙ rXEa   (3)
j X E∙ I (4)

여기서, Fig. 5에 보인 바와 같이 j는 무빙플랫폼 위에 고정된 

단위벡터, r는 무빙플랫폼 중앙에 고정된 위치벡터, I는 axis-1과 

axis-3의 공통회전축 방향의 단위벡터, a는 공통회전 축 상의 

한 점의 위치벡터이다. 
위의 방정식 (1-4)를 FX  꼴의 비선형 연립방정식으로 

구성할 수 있다. 미지수 X를 결정하여 무빙플랫폼의 자세가 

정해지면 axis-1과 axis-3 상의 관절변수는 쉽게 구할 수 있다. 
주어진 공구의 방향벡터t로부터 설정한 식(2)는 ║t║의 

구속조건에 의하여 3개의 식 중에서 2개만이 독립이다. 이와 

같은 방정식의 종속성을 고려하여 역기구 해석을 위하여는 다음

과 같이 변형된 Newton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3]
X X   JJJF X (5)

위 식에서 X→FX는 방정식 (1-4)를 표현하는 사상이며, 
X→JX는 사상 F의 자코비 행렬이다.

직렬로봇의 자코비 행렬 J를 구하는 것이 기구학적 고려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음이 잘 알려져 있다. Fig. 3에 

표현된 7자유도 직렬기구의 자코비 행렬의 계산이 용이하므로, 
위와 같이 구성된 방정식의 수치해를 식 (5)를 사용하여 효율적으

로 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J의 첫 번째 열을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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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 rpu × t

u × j ∙r a j∙ u × r a 
u × j ∙ I

이 때, u 은 회전관절 의 회전축 방향의 단위벡터이고, p는 

해당 회전축 상의 한 점의 위치벡터이다.

3. 정기구식 수립을 위한 변수 설정

병렬부의 정기구 해석이 일단 완료되면 직렬부의 정기구 해석

을 수행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이다. 아래에 과구속을 포함한 

병렬부의 정기구 해석을 보인다.
정기구 해석을 위하여는 Fig. 3의 우측에 표현된 변수들을 

미지수로 설정한다.
Y         

T

무빙플랫폼이 axis-1, axis-2, axis-3의 종단부에 모두 접해 있으므

로 각 축 상의관절변수들을 조합하여 무빙플랫폼의 자세를 각기 

결정할 수 있다. Fig. 2에 표현된 무빙플랫폼에 고정된 특정 점 

, 의 위치를 고려하여 아래 형태의 기구학적 관계를 유도할 

수 있다.

gYE fYE fY E  (6)
gYE fYE fY E  (7)

여기서 fYE ,    는 회전관절  축 상의 한 점 의 

위치벡터를 axis-2 상의 관절변수로 표현한 함수로, axis-2를 

직렬기구로 간주하여 수립한 정기구식이며, fYE은 axis-를 

직렬기구로 간주하여 표현한 점 의 위치벡터이다. Fig. 4의 

Fig. 5 Constraint relaxation

우측에 fY E과 fY E를 계산하는 경로를 도식적으로 표현

하고 있다. 
병렬부의 무빙플랫폼의 회전을 제한하여 과구속을 표현하는 

식 (3, 4)와 앞서 유도한 식 (6, 7)을 연립함으로써 8개의 독립변수

로 표현된  GY  꼴의 비선형 연립방정식을 구성할 수 있다. 
이 연립방정식을 구성하는 8개의 방정식이 모두 독립이므로 

일반적인 Newton의 방법을 적용한다.
Y Y  KG  Y 

이 때 K는 위의 연립방정식을 표현하는 사상 Y→GY의 자코비 

행렬이다.
이와 같이 방정식을 구성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1) axis-1과 axis-3을 각기 무빙플랫폼에 연결하기위해 사용되

는 관절변수 과 가 미지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2) axis-2와 무빙플랫폼의 결합조건을 나타내는 식이 해당 

직렬기구의 정기구식에 포함되어, 명시적으로 방정식에 표현될 

필요가 없다.
(3) 무빙플랫폼에 고정된 특정 점 , 의 속도 해석을 통하여 

수치해법에 필요한 자코비 행렬 K의 값을 계산하는 것이 용이하

다. 예를 들어, K의 두 번째 열을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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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v은 회전관절 의 회전축 방향의 단위벡터이고, p은 

해당 회전축 상의 한 점의 위치벡터로서, 독립변수 설정에 기인한 

아래의 성질을 활용하였다.
f  , g  ,
 j∙r a    ,  j∙ I   

4. 결론

과구속된 특정 하이브리드 구조 기계의 정기구 및 역기구 

해석을 수행하기 용이한 형태의 기구적 관계식을 유도하였다.  
Newton의 방법을 활용하여 유도된 연립방정식의 해를 수치적으

로 구하였다. Newton해법에 필요한 자코비 행렬의 계산이 용이하

고, 과구속과 관련된 관절변수가 미지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제시된 방법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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