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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팔로봇을 활용한 휴대폰 포장 작업
Packaging of Cellular Phone Using Dual-arm Ro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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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기존의 대량생산시스템에서 생산 공정에 로봇

을 활용하는 것은 단순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용도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품종변량생산

이 요구됨에 따라서 복잡한 환경에서 다양한 작업

을 수행하는 셀 생산 작업에도 로봇의 도입이 요구

되고 있다. 셀 생산 공정은 소수의 작업자가 작업을 

완결하는 구조로 휴대폰 등 IT 제품의 생산 작업에 

도입되고 있는 방식이다. 셀 생산 방식에 로봇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로봇과 작업자가 동일한 환경

에서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람 작업자

와 유사한 크기 및 조건을 가지고 또한 사람 작업자

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이러한 

동향에 맞추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1,2].
본 논문에서는 휴대폰 포장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양팔로봇의 개발 및 이를 활용한 포장 작업 

구현에 관하여 기술한다.
 

2. 공정 분석 및 로봇 사양 선정

로봇 사양을 선정하기 위하여 우선 휴대폰 포장 

작업에 대한 공정 분석을 수행하였다. 현재 휴대폰 

포장 작업은 크게 유닛박스 포장 공정 및 마스터 

박스 포장 공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유닛 박스 

포장공정은 하나의 유닛박스에 각종 휴대폰 액세

서리 및 휴대폰 본체를 넣고 상부덮개를 덮는 과정

을 포함한다. 이렇게 포장된 유닛박스를 모아서 

마스터박스에 담는 과정이 마스터박스 포장 공정

이다. 생산되는 제품마다 조금씩 무게 및 구성 등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 모델을 정하여 사양을 도출하

였는데, 필요 가반하중은 유닛박스 5개를 동시에 

들 경우 약 2.5kg, 작업툴의 무게를 2kg이하로 가정

하여 한팔 가반하중을 5kg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사람 작업자와 동일한 환경에서 작업하기 위하여 

링크길이는 성인 남자의 팔 길이와 유사하게 설계

하였다. 즉, 어깨에서 손목까지 팔 길이를 600mm로 

하였다. 또한 양팔작업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

하여 각 조인트 작동 범위를 비대칭으로 설계하였

다. 전체적인 로봇 사양은 그림 1과 같다.

Fig. 1 Specification of designed dual-arm robot

3. 휴대폰 포장 작업

① 액세서리 포장 작업

앞 절에서 분류하였던 포장 작업 중 유닛박스 

포장 작업을 구현하고자 한다. 우선 휴대폰 액세서

리 중 4종류, 4개의 액세서리를 선정하였다. 또한 

액세서리 포장 후 연속해서 상부덮개를 덮는 작업

까지 구현하였다. 대상 액세서리는 이어폰, USB케
이블, 배터리, 충전기이다. 양팔로봇의 장점을 활용

하여 작업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양손을 교대로 

액세서리를 잡아서 유닛박스에 넣도록 하였다. 이
때 다종의 작업 물체의 핸들링이 가능하도록 그리

퍼를 선정하였다. 4종류의 액세서리 및 유닛박스 

하부박스 배치는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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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rrangement of accessories 

작업의 속도 향상 및 용이성 확보를 위하여 4종
의 액세서리 모두 석션을 사용하여 핸들링하도록 

하였다. 구현한 액세서리 포장 작업은 다음과 같다. 
양팔을 사용하여 두가지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3 Packaging of accessories in unit box

② 상부덮개 포장 작업

유닛박스 하부박스를 왼팔 그리퍼로 고정하고 

유닛박스 상부박스를 오른팔 그리퍼로 잡아서 하

부박스 위에 덮는 작업으로 액세서리 포장 작업의 

후속 작업이다. 구현한 상부덮개 포장 작업은 다음

과 같다.

Fig. 4 Assembling of upper & lower unit box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셀생산 공정에 적합한 양팔로봇

을 개발하고자 휴대폰 포장 공정을 근거로 사양을

도출하고 양팔로봇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이를 활

용하여 휴대폰 포장 작업중 일부인 유닛박스 포장

공정을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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