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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병렬 운동 기구(Parallel kinematic mechanism -

는 차원 공간에서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기PKM) 3

위한 기구이다 이러한 기구를 기본 구조로 에. Fig. 1

서 보는 바와 같이 많은 기계들이 개발되어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병렬 운동 기구의 운동재현기로는 국방 및 민

간 항공기 조종 훈련용 자동차 등이 있, , MEMS

으며 수술용 장비로도 사용되고 있다.(1~7)

의 관절 부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볼PKM (joint)

관절 은 핵심 부품 중의 하나로서 설계(ball joint)

및 제작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현재 국내에서 병렬 운동 기구의 기구학적 연

구는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 구성요소에 대해서,

는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병렬 운동 기구의 핵심 부품 중 하

나인 볼 관절을 베어링 형태로 변경하고 예압,

구조를 추가함으로써 가공 및 조립공차 등에 의

한 틈새를 방지하고 기구학적 해석 해석, , FEM

및 시험을 통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Fig. 1 Applications of P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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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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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Before the final design and production, it was confirmed that new sliding ball joint

held a higher load and a good geometrical structure. FEM analysis showed a favorable agreement

with tensile and compressive testing results by universal testing machine. In conclusions, a new

sliding ball joint has been developed to solve a problem of accumulated tolerance and verified using

tensile and compressive testing as well as FEM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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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arallel kinematic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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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rinciple of Sliding ball joint

본 론2.

병렬 운동 기구 및 적용 현황2.1

와 같이 차원 공간에서 다양한 작업을Fig. 2 3

수행하는 장치는 자유도를 가져야만 한다6 . 1960

년대 와 로부터 연구가 진행되어 현Stewart Gough

재에 이르러 많은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지고 있

다 이러한 기구를 병렬 운동 기구. (parallel

라 한다kinematic mechanism) .
(1~7)

관절의 원리 및 구조2.2

병렬 운동 기구의 관절부로 볼 관절과 유니버

설 관절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관.

절은 가공 및 조립공차에 의해 틈새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는 관절 구동 시 예상치 못한 문제,

를 일으킬 수 있다 과 같이 미끄럼 볼 조. Fig. 3

인트의 원리는 구면 베어링과 앵귤러 컨택 볼 베

어링을 조합하여 회전운동과 틸팅운동을 동시에

할 수 있고 예압 구조를 적용하여 틈새를 제거,

한 신개념 구조이다.

Table 1 Material and weight

No. Description Material Weight (kgf)

1 Pre-loaded nut

SCM415

0.48

2 Sphere cover top 0.33

3 Sphere cover bottom 0.52

4 Sphere bolt 0.35

5 Lock nut 0.06

A Bearing ball STB2 9e-5

(a) 2D and 3D design

(b) Product

Fig. 4 Joint parts of Sliding ball joint

미끄럼 볼 조인트2.3

미끄럼 볼 조인트의 구조2.3.1

와 같이 예압 구Fig. 4 lock nut, pre-loaded nut(

조 너트), sphere cover top, sphere cover bottom,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bearing ball, sphere bolt .

존의 관절 내부를 베어링 형태로 변경하고,

와 의 예압력으로 관절의pre-loaded nut sphere bolt

틈새를 제거하여 틈새에 의한 오류를 예방한 신,

개념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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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aterial property

Description SCM415 STB2

Elastic modulus (GPa) 205 210

Poisson's ratio 0.29 0.30

Tensile strength (MPa) 834 2,400

Mass density (kg/m
3
) 7,860 7,860

Fig. 5 Limitation of Angle 

Fig. 6 Rolling element of first row

재질 및 물성치2.3.2

재질에 대한 물성치는 와 같다Table 1, 2 .

기구학적 해석2.4

구름 요소의 수2.4.1

와 같이 미끄럼 볼 조인트의 구름 요소Fig. 5

수는 구 크기 및 구름 요소의 크기와sphere bolt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의 틸팅 운동, sphere bolt

때문에 이상 구름 요소를 채울 수 없는 조건80%

이 있다 일반적인 틸팅 각도는. 10~30 (8)이나,

미끄럼 볼 조인트는 40이다 의 구. sphere bolt

반지름을  구름 요소의 반지름을, 라고 한다

면      이다.

 × (1)

   (2)

  sin
  (3)

  (4)

  (5)

Fig. 7 Rolling element of second row

Fig. 8 Section of Sliding ball joint

과 같이 첫 번째 구름 요소 중심은 항상Fig. 6

 에 위치한다고 가정한다.

두 번째 열의 구름 요소는 과 같이 점 접Fig. 7

촉을 하고 있으며 평면에서 두 개의 구름 요, x-z

소가 접촉할 때의 각도를  축을 기준으로 구, z

름 요소 중심까지의 거리 값을  평면에서, x-y

두 개의 구름 요소가 접촉할 때의 각도를  두,

번째 열에 있는 구름 요소의 수를 라고 한다

면 두 번째 열의 구름 요소 수는 다름과 같다, .

 sin
  (6)

 sin (7)

 sin
  (8)

 


(9)

과 같이Fig. 8 번째 구름 요소의 수 계산은

식 과 같다(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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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ults of calculation

 


 (10)

 sin (11)

 sin
  (12)

 


(13)

여기서, 은 구름 요소의 열 수, 은 평면x-z

에서 축과z 번째 구름 요소 중심까지의 수평거

리(mm), 은 평면에서 두 개의 구름 요소가x-y

접촉하는 각도( ), 은 번째 구름 요소 열에

있는 구름 요소의 수를 의미한다.

기본 정적 부하용량2.4.2 

기본 정적 부하용량은 의Arvid-palmgren Static

capacity of ball bearing
(9) 이론식을 이용하여 구름

요소의 점 접촉에 대한 기본 정적 부하용량을 계

산한다 단 인장하중만 작용하고 구름 요소 열. , 5

이 와 과 접촉한다고sphere bolt sphere cover top

가정하고 계산하였다.

   sin  (14)

여기서, 는 기본 정적 부하용량(N), 는 허

용 정적 하중(1.7 kgf/mm
2 구름 요소의 열 수), 

는 열5 , 는 열의 평균 구름 요소의 수5 , 는 구

름 요소의 평균 접촉각( ), 는 구름 요소의 지

름 을 의미한다(mm) .

기본 동적 부하용량2.4.3 

기본 동적 부하용량은 베어링 내륜이 백만 회전

의 수명을 갖는 하중으로 정의된다 이 하중은 베어.

링의 수명을 판단하는 단순한 기준 값에 지나지 않

Table 4 Result of bearing capacity

Fig. 9 Result of bearing life time

는다.(10) 기본 동적 부하용량은 의Arvid-palmgren

Dynamic capacity of ball bearing
(9) 이론식을 이용하

여 구름요소의 점 접촉에 대한 기본 동적 부하용량

을 계산한다.

   cos 


  (15)

여기서, 는 기본 동적 부하용량(N), 는 계

수를 의미한다.

베어링 수명2.4.4

베어링을 장시간 사용하면 내륜 외륜 및 전동․
체는 반복응력을 받아 피로하여 접촉표면에 플레

이킹 이라는 박리를 일으켜 진동과 소음으(flaking)

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최초의 박리가 일어날.

때까지의 총 회전수를 베어링의 수명이라고 한

다.(11~14) 베어링 수명계산은 식 를 이용하(16)~(17)

여 계산한다.

  
 



(16)

  
 



×


(17)

여기서, 은 정격 피로 수명(106 만 회전단, 100

위), 는 베어링 하중(N), 는 정격 피로 수명

시간단위(hr, ), 은 회전수 를 의미한다(rpm) .

와 구름 요소의 치수Sphere bolt (mm)

Sphere bolt :  구름 요소 : 

20 1.4

계산 결과

구름 요소의 열 수

: 

전체 구름 요소의 수

: 

18 604

Basic static load capacity (kN) 10.4

Basic dynamic load capacity (kN)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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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Sliding ball joint modeling

을 이용한 구조 해석2.5 FEM

를 이용한 설계 모델2.5.1 SolidWorks

미끄럼 볼 조인트는 크게 sphere cover top,

과 와 관절 구동bottom sphere bolt, pre-loaded nut

시 풀림을 방지하기 위한 로 구성되어 있lock nut

다 과 같이 을 사용하여. Fig. 10 SolidWorks 2006

솔리드 모델링을 하였다.

메시 결정2.5.2 (Mesh)

메시는 삼각형을 이용한 테트라 메시(tetra

가 있고 사각형을 이용한 헥사 메시mesh) , (hexa

가 있다 테트라 메시는 삼각뿔 형태의 메mesh) .

시이므로 실제적인 메시 과정이 쉬운 반면에 해

석결과의 신뢰도가 헥사 메시보다 낮다 반면 헥.

사 메시는 해석결과의 신뢰도가 높은 반면에 육

면체형 메시로써 실제적인 메시가 힘들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구조해석 프로그램인

에서는 테트라 메시만을 지COSMOSWorks 2006

원을 하고 이 메시는 삼각뿔의 모서리 중간 지,

점에 노드 를 하나씩 더 생성함으로써 헥사(node)

메시와 비슷한 결과를 가진다.(15,16)

해석에 불필요하거나 상대적으로 작은 형상의

필렛과 모따기 등을 디피처링 하였다.

경계 조건2.5.3

조립상태에서의 인장 및 압축 해석을 하기 위

해 몇 가지 가정 조건을 정하였으며 가정 조건,

은 다음과 같다.

인장 해석에서 의 축선 밑으로는sphere bolt①

하중의 영향이 없다.

압축 해석에서 의 축선 위로는 하sphere bolt②

중의 영향이 없다.

공차의 영향 없이 모든 구름 요소는 점 접③

촉을 하고 있다.

(a) Tension (B) Compression

Fig. 11 Boundary condition of Sliding ball joint

(a) Displacement as a function of tension

(b) Displacement as a function of compression

Fig. 12 FEM results of Sliding ball j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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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est machine and conditions

위 가지 가정조건으로 미끄럼 볼 조인트를3

과 같이 모델링하고 경계 조건을 부가하였Fig. 11

다 수나사 부분에 고정조건. sphere cover bottom ,

의 나사부분에 인장과 압축 하중 조건sphere bolt

을 부가하였으며 볼과 접촉되는 부분에는 접촉,

조건을 부가하였다.

해석 결과2.5.4

와 같이 인장 하중 을 적용하였Fig. 12 10,000N

을 때 최대 변형량은 값을 나타내었으며0.71mm ,

압축 하중을 적용하였을 때 최대 변형량은

값을 나타낸다0.81mm .

인장 및 압축 시험2.6

미끄럼 볼 조인트의 인장 및 압축 하중의 변화

에 대한 변형량을 분석하고 해석 결과를, FEM

검증하고자 시험을 하였다.

2.6.1 시험장비 및 조건

는Table 5 인장 및 압축 시험을 하기 위한 시

험장비와 조건이다.

인장 및 압축 시험2.6.2

과 같이 인장 시험 방법은Fig. 13 sphere cover

과 의 나사산부분을 척으로 고정bottom sphere bolt

시키고 시험을 하였으며 최대 인장하중, 125kN에

서 의 목 부분이 파단되었다sphere bolt .

압축 시험은 와 같이Fig. 14 sphere cover

과 의 나사 축 방향 면을 고정시bottom sphere bolt

키고 시험을 하였다.

해석의 검증2.7

인장 해석 및 시험 결과의 비교2.7.1

인장 해석과 시험 결과를 과 에Table 6 Fig. 15

Table 6 Comparison of FEM with tension test

하중

(N)

시험 변형량

(mm)

해석 변형량

(mm)
오차 (mm)

1,135 0.220 0.125 0.095

1,945 0.265 0.196 0.069

3,292 0.300 0.297 0.003

4,437 0.410 0.376 0.034

5,272 0.475 0.429 0.046

6,096 0.527 0.481 0.046

7,146 0.575 0.544 0.031

8,120 0.630 0.601 0.029

9,222 0.650 0.665 -0.015

10,316 0.723 0.727 -0.004

Fig. 13 Tension test

Fig. 14 Compression test

나타내었다 해석과 시험의 오차 원인은 가공.

품의 공차에 의해 구름 요소가 sphere cover top,

와 접촉하는 순서가 다르기 때문인 것sphere bolt

으로 판단되며 어느 정도 과 접, sphere cover top

촉하였을 때는 해석과 시험의 값이 유사하게 일

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압축 해석 및 시험 결과의 비교2.7.2

압축 해석과 시험 결과를 과 에Table 7 Fig. 16

나타내었다 해석과 시험의 오차 원인은 가공 공.

차에 의해 구름 요소가 sphere cover bottom, sphere

장 비 명 UTM

제 조 사 INSTRON

모 델 1127

시험기 용량 250kN

시 험 속 도 5mm/min

온 도 23±2

습 도 이하60% R.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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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omparison of FEM with compression test

Fig. 15 Comparison of FEM with tension test

Fig. 16 Comparison of FEM with compression test

와 접촉하는 순서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판bolt

단되며 초기 압축하중을 받을 때는 하중 축 방,

향으로 구름 요소가 모여 있기 때문에 유사하게

해석 값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 론3.

본 논문에서는 병렬 운동 기구에 사용되는 관

절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연구를 하였다 관절.

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공 및 조립공차로 인한

틈새 발생이다 이는 외력에 의한 충격이나 진동.

에 따라 내부 마모가 발생하게 되어 관절의 강도

나 수명을 단축시키고 위치 제어를 할 때에도,

제어하기 힘든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틈새에 의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절 내

부에 구름 요소를 추가한 베어링 형태로 변경하

고 볼트와 너트 방식인 예압 구조를 적용하여,

틈새를 방지할 수 있는 신개념 구조로 개발 연구

하였다.

틸팅 각도에 따른 볼의 개수와 열수를 유도하

여 기본 정적 동적 부하용량 및 수명을 계산하․
였고 인장 및 압축 해석과 시험 결과가 유사하,

게 일치됨을 확인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관절의 틈새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절(1)

내부를 베어링 형태로 변경하고 회전 및 틸팅,

운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구조와 예압 구조를

적용하여 틈새를 방지할 수 있는 신개념 구조로,

개발하였다.

기구학적 해석 결과 의 반지름을(2) sphere bolt

구름 요소의 반지름을 로 하였을 경20mm, 1.4mm

우 구름 요소의 열 수는 구름 요소의 수는18,

개 이다604 .

미끄럼 볼 조인트는 내부가 베어링 구조이(3)

기 때문에 회전이나 틸팅 운동 시 구름 요소가

파손되지 않는 것과 수명이 오래가는 것이 중요

하다 기구학적 해석 후 기본 정적 및 동적 부하.

용량을 계산하였으며 베어링 수명 해석을 수행,

하였다.

인장 및 압축시험을 통하여 하중의 변화에(4)

대한 변형량을 분석하고 해석 결과와 비교, FEM

분석하였다 시험과 해석의 오차 원인은 가공품.

의 공차에 의해 구름 요소의 접촉하는 순서가 다

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대부분의 구름 요,

소가 접촉하였을 때는 시험 값과 해석이 유사하

게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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