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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로봇을 고속도 고정도로 제어하기 위해서 

로봇의 구동부, 가이드 웨이(Guideways) 및 조

인트의 시스템 규명(System Identification)이 

중요하다. 특히 고속 고정도로 위치를 제어하

기 위해서는 마찰력의 영향에 대한 해석이 중

요하다. 그러나 마찰 거동은 매우 복잡하고 여

러 가지 변수에 영향을 받아서 많은 연구가 필

요한 실정이지만 로봇제어에서 심도있는 연구

가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로봇 구동부

에 대한 마찰 특성을 연구하고, 메커니즘의 시

스템을 규명하여 상호 관련성과 가이드 웨이와 

조인트에 대해 추후 연구하여 로봇 운동 각 동

력전달부의 특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

에서는 로봇 구동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DC 서

보 모터와 감속기의 시스템을 규명하여 제어성

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Fig. 1 Robot Drivers System Identification Set-up. 

 

3. 시뮬레이션 및 고찰 
 

먼저 모터의 마찰 토크를 속도의 함수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비선형최소자승법과 오

차역전파 신경회로망으로 시뮬레이션 하였다. 

 

)(1sgn])-(++[+ 1
1111 θeCKCθK

dt

θd
J θB

cv


   

tωIKθeCKCθK i
θB

cv sin=)(2sgn])(++[+ 2
2222

   (1)  

2. 로봇 구동부의 시스템 규명  
 여기서 sgn1 과 sgn2 함수는 각속도의 방향

함수이다.  
로봇 구동기로써 많이 사용되고 있는 

DC 서보 모터와 감속기의 시스템 규명을 
위해 Fig.1 과 같이 시스템을 설계하여 전
류제어로 모터와 감속기를 제어하여 모터

와 기어 감속기의 시스템을 규명하였다.  

 

로봇 및 시스템 구동부의 마찰은 많은 
변수에 의해 특성이 달라지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속도, 토크, 온도이

다. 이제까지의 연구에서는 모터는 속도만 
고려하고, 기어 감속기는 토크만 고려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DC 서보 모터는 속도를 
고려하였고, 기어 감속기는 속도, 토크, 온
도를 고려하였다. 모델링 기법은 비선형 
최소 자승법과 신경회로망을 사용하여 서
로의 특성을 연구하였다.   

Fig. 2 Frictional torque modeling of a DC motor. 
 

마찰 토크 데이터는 20%의 노이즈를 가지

고 있는데 모터의 모델링 결과는 Fig. 2 에 나

타내었다. Fig. 3 은 20%의 노이즈를 가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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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

속기의 마찰 토크를 나타내고, 감속기의 마찰

토크 모델링 결과는 Fig. 4 에 나타내었다. 감

속기의 마찰토크는 각속도, 온도에 따른 점성

계수의 변화, 구동부하에 따른 마찰토크의 변

화를 시뮬레이션 하였다. 그림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모델링 예로 상온 20 도에서 구동부하

와 각속도에 따른 마찰 토크 변화를 나타낸다. 

모터와 감속기의 마찰토크 시뮬레이션 결

서 보는 것처럼 비선형 최소자승법은 노이

즈에 강건하고, 신경회로망은 노이즈에 취약하

고 오차가 발생하였다. 비선형 최소자승법의 

단점은 지배 방정식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는 

더 많은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로봇 구동부

의 마찰 토크의 경우는 오차가 크지 않아서 신

경회로망이 더 유리하다. 왜냐하면 감속기의 

경우 마찰토크에 대한 각 변수의 상관관계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므로 지배 방정식을 결정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Fig. 3 Friction torque data with 20% noise. 

 
Fig. 4 Frictional torque modeling of a reducer. 

 
Fig. 5 는 로봇 구동부 제어를 위한 블록 

선도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마찰

토크의 모델링으로부터 각 운전조건에서 마찰 

토크를 보상하여 제어 성능을 향상시켰다. 로

봇 구동부의 제어 시뮬레이션 결과는 Fig. 6

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마찰토

크를 모델링하여 보상하여줌으로써 제어 성능

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Fig. 5 Block diagram for robot driver control. 

 
Fig. 6 Simulation results for robot driver control. 

4. 결론 

로봇 구동부의 향상시키기 위

해 

후기 
 

 논문은 2012 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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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성능을  

DC 서보모터와 감속기의 마찰토크를 모델링

하였다. 모터는 각속도를 고려하였고, 감속기

의 경우는 부하, 온도, 각속도의 변화에 따른 

마찰토크를 모델링하였다. 모델링 방법으로는 

비선형 최소자승법과 신경회로망을 사용하였다. 

로봇 구동부의 마찰 토크에 대한 정확한 시스

템 지배방정식을 예측하기 어렵고, 신경회로망

의 경우 오차가 크지 않아서, 로봇 구동부의 

모델링은 신경회로망이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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