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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3차원 데카르트 좌표계에 따른 다 관절 로봇 제어의 제어 알고리즘을 제안하려 한다. 제

안 기법을 통해 놓고자 하는 좌표 공간의 값을 통해 서보 모터가 취해야 할 각도 값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다 관절 로봇을 보다 쉽게 제어할 수 있다.

1. 서론

최근 로봇 및 메카트로닉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

하면서 기계 제어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행해지

고 있다. 특히 로봇 팔은 공장, 의료 등과 같은 여러

산업군에서 자동화 혹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정밀한

작업을 대신해줌으로써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

만 정밀한 작업에 있어 로봇 팔의 집게(Gripper)를

원하는 위치에 정확히 위치시키는데 복잡한 알고리

즘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로봇팔의 집게 위치 제어에 있어,

3차원 데카르트 좌표계의 값을 통해, 보다 간단한

제어 알고리즘을 제안하려 한다.

2. 시스템 모델

로봇 팔은 보통 크게 3개의 직교 좌표계1)에 따

른 로봇과 다수 개의 관절(Joint)로 이루어진 다 관

절 로봇(Articulated Robot)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4 자유도 이상의 다 관절 로봇의 제어 알고리즘을

제안하려 한다[1].

1) Cartesian Coordinate Robots, Cylindrical Coordinate Robots,

Spherical Coordinate

(그림 1) 좌표공간에서 다 관절 로봇 모델.

다 관절 로봇은 제어의 정밀함을 위해 대부분 DC

모터를 사용한다. DC모터 중에서, 피드백 제어를 통

하여 오차가 적고, 정밀한 제어가 가능하며 다른 모

터보다 출력이 강한 서보 모터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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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좌표평면에서 다 관절 로봇 모델.

시스템 모델은 서보 모터가 4개 이상 있는 4자유

도 다 관절 로봇이며   좌표가 모두 0이상인 환경

으로 가정한다.

3. 제안 기법

(그림 3) 좌표평면에서 다 관절 로봇 모델 환경.

제안 배경은 그림 3과 같다. Motor 2와 Motor 3

의 프레임의 거리를  , Motor 3와 Motor 4의 프레

임의 거리를 라 놓는다. 와 평면(Motor 2 기

준) 사이의 각도를 라 놓고, 와 Motor 3의 수직

축 간의 각도를 라 놓는다. 가로축은 평면에 있

다.

다음 과정을 통해  좌표값을 가지고 서보 모

터의 제어 각도를 구할 수 있다. 이때 값은 그림 2

에서와 같이 Motor 1의 값을 포함하므로 Motor 1의

물리적인 높이를 뺀 ′로 대체하여야 한다.

4. 제안 기법 도출

제안 기법의 도출은 다음과 같다.

tan  cos

 ′ cos
→ tan × cos   ′ cos

→ sin  ′  cos
   sin   cos →  cos  

   sin

 sin 
  cos 

  
 sin   cos

    



   cos′     sin

5. 결론

본 논문에서 4 자유도 이상의 다 관절 로봇에서

의 보다 간단한 제어 알고리즘을 제안했다. 제안 기

법을 통해 놓고자 하는 좌표 공간의 값으로 서보 모

터가 취해야 할 각도 값을 구할 수 있었고 이를 통

해 다 관절 로봇을 보다 쉽게 제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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