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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스마트폰, MP3 플레이어, PMP 같은 

휴대전자기기들을 위한 디스플레이 장치들의 
생산성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장치들의 미세한 부품들을 원하는 
영역에서 정밀하게 이송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전통적인 대량생산 시스템은 

제조하려는 작업물의 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대형 기계 및 그와 관련된 여러 장치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시스템들이 사용되면 
제조 공정 중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된다. 
특히, 디스플레이 장치 공정과 같이 
청정실에서 대부분의 공정이 이루어 지는 
경우에는, 이러한 모듈들이 큰 공간을 
차지하게 됨에 따라 더 많은 에너지와 비용을 
치러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조 공정 중에 필요한 주요 
모듈들의 크기나 부피가 작아한다. 물론, 그와 
더불어서 제조공정이 요구하는 모든 영역에서 
정밀하게 제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전자부품의 조립에 쓰일 수 있는 
정렬기를 제안하려 한다. 이 정렬기는 소형 
3 자유도 병렬메커니즘을 가진 매니퓰레이터 
이다. 이 매니퓰레이터는 소형이지만, 그 
작업영역이 크고 운동성이 좋도록 최적설계를 
수행한다. 

 
2. 3-PRR 병렬 정렬기  

제안된 평면 병렬 정렬기는 세 개의 
다리가 기저부에서 end effector 에 병렬로 
연결되며, 이 end effector 는  x, y 그리고 θz 의 
평면 움직임을 가진다. 

 

 
(a) Kinematic diagram of proposed mechanism  

 
(b) Proposed mechanism with actuators and guides 

 
Fig. 1 Design and working principle of proposed 

mechanism  
각각의 다리는 Fig. 1 과 같이 대칭적인 

동일한 PRR 다리 구조로 되어있다. 여기서 
P 는 프리스매틱(Prismatic) 조인트, R 은 
회전(Revolute) 조인트를 의미하고, 밑줄은 
능동형을 뜻한다. 다시 말해, 각 다리는 하나의 
능동 프리스매틱 조인트와 두 개의 수동 회전 
조인트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 개의 능동 
프리스매틱 조인트를 구동하여 end effector 의 
평면 운동을 완성하게 된다. Grubler 식에 
따라서 제안된 정렬기는 3 자유도를 가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역기구학과 
작업영역 해석에 대해서는 이미 저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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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한 바가 있어서 여기서는 간략하게 
소개한다 [1] 

 
3. 작업영역 및 운동성 최적화  

이러한 병렬메커니즘에 기반한 3 자유도 
평면 매니퓰레터는 그 강성이 커서 외란에 
강건한 특징을 갖는다. 그러나 단점도 역시 
있는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좁은 작업영역을 
가지게 되고, 특정 자세에서 비선형성의 
특이점을 가지게 되어 운동성(Dexterity)이 
저하되는 것이다. 이것은 병렬 메커니즘이 
태생적으로 닫힌 기구학적 연결 (Closed 
kinematic chain)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절에서는 이러한 작업영역윽 
크게 하는 동시에 운동성을 개선하는 설계를 
하려 한다. 
이러한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이루기 

위해서 다목적 최적화 기법을 이용한다. 
다음은 최적화 문제의 정의이다. 

 
 
 
 (1) 
 
 
  

여기서 S 는 작업영역(W)과 운동성(G)의 
가중치 합이다. Fig. 1에서 첫 번째 P 조인트와 
기저부는 세점에서 연결된다. 이 세 점을 
연결하면 정삼삭형이 되는데, r 은 이 삼각형의 
무게 중심에서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이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 R 조인트와 end effector 의 
세 연결점을 연결하면 정삼삭형이 되는데, 이 
삼각형의 무게 중심에서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e 이다. 두 번째 R 조인트의 길이가 
b 이다. 제안된 메커니즘은 대칭구조이므로 각 
다리에 대한 e, r, b 의 값은 각각 같은 값을 
갖는다. 각각의 설계 변수들은 기구학적 제한 
조건을 갖고, 전체 매니퓰레이터는 100 mm × 
100 mm 라는 크기 제한 조건을 갖는다. 
작업영역 함수, W 는 end effector 가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는 영역에 대한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의 비이다. 이는 기존연구에서 

역기구학을 풀어서 구한 바 있다 [1]. 운동성을 
정의하려면 먼저 각 작업점 별로 자코비안 
행렬 J 의 운동성값 (κ)를 정의 해야 하는 데, 
이것은 자코비안 행렬과 그 역행렬의 2 차 
크기 (norm)의 곱이다. 이 값의 역수를 모든 
작업영역 내의 작업점에 대해서 더하면 운동성 
함수, G를 구할 수 있다. 
최적설계 결과는 다음 Table 1과 같다.  

Table 1 Comparison of original and optimized design  

 
4. 결론 

 
이 연구에서는 넓은 작업영역과 좋은 

운동성이 있는 초소형의 정렬기를 설계하였다. 
이는 평면 3 자유도의 매니퓰레이터인데 
병렬구조, 넓은 작업영역, 좋은 운동성을 
가지고 있어서 외란에 강건한 정밀한 운동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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