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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빔형 글라스 핸들링 로봇은 카세트에 수납된 

유리기판을 공정 장비에 투입하고 공정 완료된 

기판을 카세트에 이송하는 로봇으로, 박막형 태양

전지 제조라인의 주축이 되는 로봇이다. 
빔형 글라스 핸들링 로봇의 주요 성능평가 지표

는 고속 운전 및 중력방향 진동 제어 기술이다. 
넓고 얇은 유리 기판을 40mm 의 glass to glass 간격 

(pitch) 으로 정확하게 이송 및 반송을 하기 위해서

는 Hand의 처짐 및 진동이 주요한 이슈가 된다.
본 논문에서는 빔형 글라스 핸들링 로봇 기술 

개발을 위한 유연체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축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유한요소 기법 및 다물체 동역

학 해석 기법을 이용하여 유연한 동역학 모델을 

구현하고, 신뢰성 있는 해석결과를 얻기 위해 빔형 

핸들링 로봇의 시작품을 이용하여 조인트 강성과 

같은 다양한 파라메터들을 얻었다.

2. 빔형 로봇의 유연체 모델링

5.5세대 빔형 글라스 핸들링 로봇을 그림 1에 

나타내었다. Hand 및 Arm의 강성, Joint 강성을 

측정하기 위해 Keyence 사의 Laser Displacement 
Sensor LK-G155를 사용하였고, Hand의 강성을 측

정하기 위한 실험 개략도 및 측정결과를 그림2에 

나타내었다. 부하의 무게를 변경하며 측정위치 A, 
B의 변형량을 측정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Hand의 변형량, 탄성계수, 회전 강성을 얻었다. 
유한 요소 기법을 이용하는 구조해석 프로그램

에 측정한 데이터 값을 적용하여 Hand의 유연체 

모델링을 구하였고, 모델링한 Hand와 무게에 따른 

처짐량은 그림 4에 보여지는 것과 같다. 실제 측정

값과의 오차는 1% 이내이다. 
Hand와 같은 방법으로 Arm에 대해서도 유연체 

Fig. 1 Beam Type Glass Handling Robot

Fig. 2 Measurement of Hand Modulus of Elasticity

Fig. 3 Calculation of Hand Modulus of Elast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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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링을 진행하였으나, 측정값에 비해 2배 큰 회

전 강성을 얻었다. 이유는 Arm1과 Arm2 사이 관절

에 존재하는 감속기의 유격에 의해 실제 모델은 

시뮬레이션 된 모델에 비해 큰 변형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감속기 유격과 같은 실제 모델의 관절을 

모델링하기 위하여, Arm1 + Arm2 에 대해 변형량을 

측정하고, Arm1, Arm2 각각의 변형량을 감안하여 

관절의 강성을 계산하였다.
이렇게 모델링한 유연체 모델에 대해 관심의 

대상인 Glass에 의한 처짐을 시뮬레이션 하고, 그 

결과를 측정값과 비교하였다. 그림 5, 6에 시뮬레이

션 결과와 측정값을 나타내었고, 0.4%의 오차를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구조해석에 의한 처짐 해석 또한 중요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빔형 기판 핸들링 

로봇의 강점은 고속 동작에 있으므로 유연체 모델

의 동적 거동 또한 중요하다. 다물체 동역학 해석프

로그램에서 앞서 모델링한 Mesh 및 Mode 정보를 

Import 하고, 조인트 강성과 같은 파라메터를 입력

하여, 변형량 결과를 비교하였다. 그림 7에 그 결과

를 나타내었고, 5%의 오차를 갖는 것을 확인하였

다. 실제 모델에 비해 다물체 동역학 프로그램에 

의한 처짐량이 적게 발생하는데, 이것은 대표적인 

Mode 몇 가지만을 취하는 Reduced Flexible Model
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1. 결론

유한요소 기법 및 다물체 동역학 해석 기법을 

이용하여 유연한 동역학 모델을 구성하였다. 그 

결과 정적 처짐 모델에서는 실제 측정값과 거의 

유사한 1% 내의 오차를 갖는 모델을 얻을 수 있었으

나, 동적 모델의 경우는 다소 큰 오차 5%를 갖는 

모델을 얻었다. 이것은 동적해석의 시간을 고려한 

Reduced Flexible Model의 특성 때문이며, 향후 유

연체 모델을 이용한 진동해석, Contact 해석, 등을  

수행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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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Flexible Model of Hand

Fig. 5 Simulation Deflection of Beam Type Robot

Fig. 6 Actual Deflection of Beam Type Robot

Fig. 7 Ansys Model vs. RecurDyn Model of Beam Type 
Ro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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