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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산업의 고도화 및 주요자(소비자)의 요구조건이 

인터넷과 같은 통신의 발달로 다양화 되고, 제품에 

대한 요구 기간 역시 짧아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

서 제조업체들은 기존의 공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조 장치의 신기술 적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초고령화 사회로 급속도로 접어들면서, 개인

의 건강 및 노후에 대한 관심이 고취되면서, 많은 

종류의 보조기구 또는 운동기구가 제품화 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기존의 자동화 시스템을 

제작해온 회사들은 기계적으로 상호 연관된 전체

적인 시스템에서의 구동기 및 그 제어기선정에 

있어서, 어려운 실정이다.
자동화 분야의 제작사의 엔지니어가 어려워하

는 요소는 기계, 전자, 전기, 제어 등의 메카트로닉

스 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통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다양한 부분에 대한 지식은 오랜 

시간 학습을 통하거나, 실무에서 많은 경험이 필요

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일부 구동기 및 제어기 제작

사에서 단품레벨의 제품선정 프로그램 및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으나, 기계적으로 링크된 시스템에 

대해서 해석이 불가한 것이 현실이다.
Fig. 1은 단품레벨에서 제품을 선정하기 위한 

서비스 화면이다. 기초 설계를 위해서 다양한 방향

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나, 계산을 

위한 변수들의 값을 선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

한다. 또한 하나의 예시로 간단한 2절 링크를 생각

해보면, 1축의 구동이 2축에도 영향을 미치는 현상

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는 구동기 및 제어

기 기초 설계에 있어서, 상호 의존적인 경향을 보이

기 때문에 단일 축에 대한 개별적 제품선정에 대한 

기존의 시뮬레이션 방식은 불합리하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단일 축에 대한 시뮬레이

션을 넘어 다축에 대한 시뮬레이션 설정 및 결과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한다. 또한 사용자

의 편의성을 고려한 대화형 서비스를 제공을 위한 

기법을 제안하고, 시간/공간적 제한을 받지 않는 

웹/모바일 기반의 구동기 및 제어기 설계 소프트웨

어 개발을 하고자 한다.

Fig. 1 The existing motor selection service

2. 웹/모바일 기초 설계 서비스 개념

주요 타깃인 모바일 소프트웨어에서는 구동기 

선정을 위한 시뮬레이션 기법으로 많은 부하를 

차지하는 수치 해석적 접근은 불가하다. 따라서 

4th Runge-Kutta Methode를 사용하여 역학적인 접

근을 하였다. 사용자가 간편히 설정하게 되는 기구

학적 정보는 기본적인 fixed-point를 가지는 순기구

학을 적용하고, 각 링크가 존재할 경우 링크의 동역

학적 정보는 Lagrangian mechanics를 사용하여 동

적해석에 용이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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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자 파라미터 설정

사용자는 간단한 기구학적 정보만을 기록하면 

된다. 기존의 인터페이스인 Edit를 사용하게 되면 

거부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Visual환경을 

구현하도록 하였다. Fig. 2의 기구적 정보를 통한 

사용자 설정을 보면, 'Joint 1'은 직선운동이고, 'Joint 
2'는 회전운동이다. 우선 사용자는 기구의 시작점

에서 'Joint 1'에 대한 정의를 해야 한다. 'Joint 1'은 

베이스가 될 수 있는 직선 링크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Joint 형상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Fig. 
3은 ‘Joint 1’까지 ‘Joint 1'과 ’Joint 2‘까지 설정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창이다.
이러한 간단한 설정을 통하여, 사용자는 최종 

기구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시뮬레이션 완료 

후, 결과를 사용자에게 도출하게 된다.

Fig. 2 Examples joint shape

  

Fig. 3 Start User select and Second selection 
Kinematics information window

4. 설계 완료 및 추가정보

기본적인 기구학적 정보를 통해서 1차적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적합한 구동기를 찾는다. 이때에 구동기를 찾을 

수 없는 상황 즉, 결과치가 구동기 데이터베이스의 

최댓값보다 큰 경우, 동력전달장치(감속기, 기어, 
풀리 등)를 추가적으로 선택한다.

또한 모터의 크기 때문에 실제 기구 설계에 어려

움이 있는 경우, 모터 크기 변경을 통해서 자동으로 

동력전달장치를 재검색 후, 선택하여 준다.
그리고 직선운동의 경우는 리니어 모터 외에 

볼스크류, 벨트 등을 통한 스테이지 구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사용자가 선택하여 결과를 확

인 할 수 있다.

5. 결론

본 개발에서는 시스템을 구성하기 전에 초기 

개발단계인 설계 검증 단계에서 기본적인 설계 

정보만을 통한 구동기 선택이 가능한 웹/모바일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설계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사용

자 편의성에 대한 실험적 검증과 시뮬레이션 결과

물에 기인한 기구 제작을 통해서, 본 구동기 선정 

소프트웨어의 신뢰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상위제어기로 사용될 모션컨트롤러의 역

기구학 정보를 수학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구동기 

및 제어기 선정뿐만이 아니라 상위제어기의 인터

페이스 소프트웨어까지 고려한 연구를 수행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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