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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병렬형 매니퓰레이터란 최소 두 개 이상의 직

렬 부속기구에 의해 이동 가능한 말단 작동기가

고정된 하판과 연결되어 구성된 닫힌 형태의 기

구를 의미한다.
(1) 병렬형 매니퓰레이터의 특징은

구동기가 병렬로 연결되어 여러 개의 링크에 부

하가 분담되고 각 구동기에는 매니퓰레이터 자체

의 부하와 외부 부하에 의하여 모멘트가 아닌 축

방향 하중만이 작용하므로 큰 부하를 구동시킬

수 있다 따라서 직렬형 보다 높은 강성을 가지.

며 각 조인트의 오차가 말단 작동기에 계속 누,

적되지 않고 서로 상쇄되므로 정밀도가 높은 장

점이 있다.
(2) 또한 모든 구동부가 로봇의 고정부

에 설치될 수 있으므로 로봇의 링크들이 매우 경

량의 구조를 가지게 되어 고속운전에 적합한 구

조를 가지고 있다.

반면에 병렬형 로봇은 병렬 구조로 인한 제한

된 작업영역을 가지게 되며 운동성이 나쁜 단점

을 가지며 작업공간이 직렬기구에 비해 협소하,

고 작업공간의 경계에서만 특이점이 생기는 직,

렬기구와는 달리 내부에서도 특이점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작업공간의 내부에 생기는 특이점.

은 직렬기구에서의 특이점과는 반대로 기구의 자

유도를 증가시키므로 이 위치에서 기구는 외력을

버티지 못하고 제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
(3,4)

본 연구에서 저자들은 상업적 목적으로 고속핸

들링용 병렬로봇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하여 필.

요작업영역을 만족하도록 기구 파라미터를 결정

하고 고속 가감속에 의한 관성력 하에서의 구조

해석을 통하여 기구의 안정적인 설계를 확보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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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병렬로봇은 구조적 특성 때문에 정밀성 및 고강성이 요구되는 분야와 고속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서 주로 적용되고 있다 물류 분야에서 고속이송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 본 연구에

서도 동일한 목적으로 고속 이송에 적용될 병렬로봇이 개발되었다 개발된 로봇은 최대 의 부하를. 3kg

이송할 수 있으며 의 부하조건에서의 최대 운전 조건은 싸이클 타임 로 최대 속도 약0.1kg 0.3sec

로4.5m/sec 운전할 수 있으며 작업 이때 최대 가속도는 약 에 달한다 본(Pick & Place , Adept cycle) 13G .

논문에서는 개발된 고속 병렬로봇의 설계 및 해석에 관한 연구결과와 개발된 로봇의 성능에 관해 소개

하고자 한다.

Abstract: Parallel robots used in industry require high stiffness or high speed because of their structural

characteristics. Nowadays, the importance of rapid transportation has increased in the distribution industry. In

this light, an industrial parallel robot has been developed for high-speed transfer. The developed parallel robot

can handle a maximum payload of 3 kg. For a payload of 0.1 kg, the trajectory cycle time is 0.3 s (come

and go), and the maximum velocity is 4.5 m/s (pick amp, place work, adept cycle). In this motion, its

maximum acceleration is very high and reaches approximately 13g. In this paper, the design, analysis, and

performance test results of the developed parallel robot system are intro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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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최종적으로는 반복정밀도 실험을 통하여 그

성능을 입증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2. 작업공간을 만족하는 기구파라미터 결정

기구파라미터 정의2.1

델타형 로봇의 위치 속도 그리고 가속도 해석,

을 위해 과 같이 정의한다 로봇의 베이스Fig. 1 .

플레이트의 중앙에 원점 Ob를 가지는 좌표계 {b}

와 플랫폼 중앙에 좌표계 를 정의한다 좌표계{p} .

의{b} Xb축 방향에 첫 번째 암이 설치되고 반시

계 방향 간격으로 각각 두 번째 세 번째 암120° ,

이 설치된다.

에는 본 로봇의 작업공간을 결정하는 기Fig. 2

구학적 파라미터들 (  ,  , , ,  을 시)

각적으로 표현하여 두었다.

Fig. 1 Definition of coordinate system for delta
robot mechanism

Fig. 2 Principal design parameters of delta parallel
robot mechanism for its workspace

 의 길이: Inner Arm

 의 길이: Outer Arm

 의 중심과 이 시작: Inner Arm Outer Arm

하는 볼조인트의 offset

 중심으로부터 첫 번째 회전: Base Plate

관절까지의 회전반경

 중심으로부터 의 볼: Platform Outer Arm

조인트 까지의 회전반경

기구 파라미터 결정2.2

목표로 하는 작업공간은 높이가 이고 반500mm

경은 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목표650mm .

작업공간을 만족하는 델타형 병렬 로봇의 기구학

적 설계 파라미터를 결정해야한다 목표 작업공.

간을 만족하는 병렬로봇 기구 파라미터 선정하기

위하여 병렬로봇 시각화 시뮬레이터를 개발하였

다 본 시각화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과. Fig. 3

와 같이 기구파라미터를 변경하면서 작업공Fig. 4

간의 변화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기구파라미터를

선정하였다 은 이러한 작업공간 시각화. Table 1

절차에 따라 선정된 기구 파라미터의 예를 보여

주고 있다.

의 경우에 작업공간을 확인한 결case-1 (Fig. 3)

과 작업공간반경이 과 을 보인다, 620mm 250mm .

이는 실제 로봇 설계 목표사양인 을 만족650mm

하지 못하므로 파라미터 변경이 필요하다.

Table 1 Specification of case-1 and case-2

R P lA lB offset

Case-1

[mm]
256 50 374 825 28

Case-2

[mm]
256 50 374 88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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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esign parameter and workspace result(cas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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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esign parameter and workspace result(case-2)

결정한 는 작업공간반경이case-2 (Fig. 4) 650mm

과 으로 로봇 설계 사양의 목표 작업공간반340mm

경을 만족한다 이는 암의 길이만의 변경으로 작업.

공간을 감소 또는 증가시킴으로써 작업공간 확보에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작업공

간을 만족하는 변수 세트로 의 파라미터를case-2

선정하였다.

병렬로봇 모델링 및 구조해석3.

설계된 고속운전용 병렬로봇의 구조해석용3.1

모델링

기구 해석과 암 파라미터 결정값을 통해 설계

한 로봇은 와 같다 설계한 로봇의 구조적Fig. 5 .

건전성을 알아보기 위해 구조해석을 실시하였으

며 각 부품들의 재료에 대한 구조적 입력 물성

값을 에 상세하게 나타내었다 델타형 병렬Fig. 5 .

로봇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품으로 로봇의

구동 시 큰 강성이 요구되는 메인하우징의 재료

는 회주철 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메인하우(FC300) .

징의 하부에 위치하고 있는 유니버설조인트 서포

트와 실질적으로 물체를 이송하는 플랫폼 상부,

덮개 내측 암의 파이프 그리고 내측 암의 연결,

플랜지는 경량화를 위하여 알루미늄 재료(AL6061)

를 적용하였다 또한 유니버설조인트 커넥터 메. , ,

인프레임 상부 플레이트 모터와 연결되는 링크, ,

인 핀 샤프트 그리고 외측 암 등의 구성품은 강

재 를 적용하였다(SS41) .
(6)

델타형 병렬 로봇 시스템의 유한요소해석을 수

행하기 위해서는 범용 구조해석용 상용 프로그램

인 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적용ANSYS(ver. 12.1) .

요소는 선형요소(Linear element 로서 쉘) (SHELL63),

빔 솔리드 요소(BEAM188), (SOLID45)
(4)를 사용하였

다.

Fig. 5 Main frame and components of parallel robot

델타형 병렬 로봇의 유한요소모델에 적용된 쉘

요소는 상부 플레이트 메인하우징 메인프레임의, ,

지지 플레이트 감속기의 연결 플랜지 등의 구조,

물에 적용하였고 개의 절점으로 이루어진16,607

개의 요소를 사용하였다15,521 .

일반적으로 균일 단면을 갖고 단면의 크기보,

다 길이방향의 크기가 비교적 큰 형상을 지니는

구조물에 대하여 해당 구조물에 빔 요소를 적용

하여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하는 경우 매우 효과

적이고 경제적인 해석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

문에 메인 프레임 볼 조인트 및 내측 암 구조물,

에 대하여 개의 빔 요소를 사용하였다1654 .

마지막으로 델타형 병렬 로봇 시스템의 유한요

소모델에 적용된 솔리드 요소는 개의 요소8,319

와 개의 절점이 사용하여 모터와 감속기의10,125

형상을 유한요소모델로 표현하였다 실제 모터와.

감속기의 구조적 형상은 매우 복잡한 형상을 지

니고 있고 서로 다른 재료를 이용하여 구성되어

있지만 로봇 시스템의 동특성에 대한 평가를 수

행하기 위한 수학적 모델에서는 해당 기기의 형

상은 매우 단순하게 표현하였다 또한 델타형 병. ,

렬 로봇 시스템의 운전 조건에서는 플랫폼에는

최대 의 추가 무게를 고려하기 위하여 개6kg 120

의 질량요소 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외측(MASS21) .

암 구조물에는 두 링크 사이에 스프링이 상 하,

부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링크 위치에 스

프링요소 를 사용하여 강성을 입력하(COMBIN14)

였다.

로봇 시스템에서의 외측 암은 개로 이루어진2

관절 링크가 있고 그 사이에 연결되는 스프링은

외경 선경 유효감긴수 전ø 20mm, ø 2.6mm, 24,

체길이 의 형상으로 이루어진 스프링 구조70mm

물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스프링 요소는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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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해석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Fig. 6

에서와 같이 매우 상세하게 유한요소 형상으로

모델링 하였다 이때 유한요소모델링의 적용에.

있어서 스프링의 한쪽 변위는 고정하고 상부 쪽

의 고리 부분을 임의의 하중을 가하여 고정 절점

에서의 반력을 구하도록 하였다.

두 링크사이의 스프링은 탄성범위 내에서만 사

용되기 때문에 선형구간으로 가정하였으며 스프

링의 강성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식 에 나타낸(1)

바와 같이 스프링의 강성을 반력과 변위의 비례

적 관계를 이용하여 탄성조건에서 차원 유한요3

소모델을 통하여 스프링강성을 추출하였다.

   


(1)

델타형 병렬 로봇 시스템의 외측 암을 구성하

는 한 쌍의 관절 링크는 빔 요소로 반영되어 있

기 때문에 빔 요소를 구성하는 두 절점을 이용하

여 개의 스프링 요소 가 감쇄가 없는 조1 (Fig. 6)

건의 스프링 상수(   가 적용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전체 로봇 시스템의 유한요

소모델을 보다 단순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다.

외측 암의 튜브는 중실축의 경우와 중공축의

경우에 대하여 각각 유한요소모델을 작성하여 진

동특성을 비교하고자 한다 외측 암은 하부의 플.

랫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으로 델타

형 병렬 로봇 시스템의 제어 성능을 결정하는 가

장 중요한 부분이며 변형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

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적으로 구조. ,

해석용 상용 프로그램(6)에서 사용하는 빔의 종류

는 오일러 빔 과 티모센코 빔(Euler beam)

이 있다 이중에 정도 높은 해(Timoshenko beam) .

석의 결과를 위하여 단면의 전단변형 효과가 포

함된 티모센코 빔 요소 를 사용하였(BEAM188)

다.
(7)

Fig. 6 The finite element model of spring

델타형 병렬 로봇 시스템의 구동 시에 충분한

강성이 요구되는 메인 하우징은 쉘 요소로 유한

요소모델을 작성하였으며 상부덮개의 볼트체결,

부위와 상부플레이트 볼트체결 부위 하부의 유,

니버설조인트 서포트와의 볼트체결 부위는 실제

모델의 형상에 가깝도록 유한요소모델을 작성하

였다 또한 플레이트는 용접 구조물이 아닌 주조.

에 의한 구조물을 고려하여 볼트체결 부위를 제

외한 메인하우징의 모든 부분을 하나의 구조물로

모델링하였다.

모터는 솔리드 요소를 적용하였으며 감속기에

대해서도 메인하우징과 볼트 체결되는 플레이트

를 제외하고 솔리드 요소로 유한요소모델을 작성

하였다 은 상기에서 설명된 방식으로 로봇. Fig. 7

을 유한요소모델링한 그림이다.

메인프레임과 상부플레이트 및 메인하우징은 곳을3

Fig. 7 The finite element model of the parallel robot

Fig. 8 The coupling condition of the ball j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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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트로 조립하기 때문에 해당 플레이트들의 면적

에서 볼트의 직경에 해당하는 절점의 자유도를

커플링 조건 을 이용하여 볼트(coupling condition)

체결 조건을 각각 표현하였다 또한 내측 암과. ,

외측 암이 연결되는 볼 조인트 위치는 델타형 병

렬 로봇 시스템에서 총 곳에 사용되어진다 그12 .

러므로 볼 조인트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링크 부

와 볼 조인트 위치에서의 절점들은 병진방향으로

해당 자유도를 커플링 하였고 회전방향으로는 커

플링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로봇 시.

스템에서 이러한 커플링을 적용하여야 할 볼 조

인트 부위를 에 나타낸다Fig. 8 .

델타형 병렬 로봇은 응력해석의 수행을 통하여

구조적으로 취약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응력해석을 수행하기 위한 경계조건과 하중조건을

에 나타내었고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델타형Fig. 9

병렬 로봇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메인프레임의

하부는 고정조건 을 적용하였고 구(Fixed condition)

조물의 운전중의 안정성을 검증을 위해 최대 가속

도인 의 가속도를 플랫폼에 인가하였다13G .

고가감속 병렬로봇의 구조해석3.2

본 절에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최대 가감속

의 조건 본 로봇에서 사용하는 에13G ( Adept Cycle

서는 순간적으로 의 가속도가 요구됨에서 사13G )

용되는 병렬로봇의 구조해석을 수행한 결과를 기술

하고자 한다 또한 구조 해석에서 메인하우징의 재.

질이 일 경우와 알루미늄재료의 경우에 대한FC300

응력해석 결과를 비교하여 재질에 따른 응력수준과

최대변위 에 대한 결과를 비(Maximum displacement)

교하고 분석하고자 하였다.

Fig. 9 The loading condition of the parallel robot
for local stress analysis

는 메인하우징의 재질이 일 경우Fig. 10 FC300

에 대한 변위를 나타내는 결과이고 은 해Fig. 11

당 재질이 알루미늄일 경우에 대한 변위를 나타

내는 그림이다 그러므로 과 의 결과에. Fig. 10 11

서 알 수 있듯이 델타형 병렬 로봇은 최대 가속

도로 운전중에 외력의 인가된 반대편의 플랫폼에

서 변형이 최대가 됨을 알 수 있으며 재질이

인 경우에 최대 변위가 이고 더 낮FC300 0.33mm

은 밀도를 지니고 있는 알루미늄의 경우에 최대

변위가 다소 낮은 임을 확인할 수 있다0.347mm .

또한 응력수준에 대해서는 에서 메인하, Fig. 12

우징의 재질이 을 적용하였을 때에 내측암FC300

과 모터 연결부분에서 약 의 최대응력강20.9[MPa]

도 값이 도출되었고 구조물의 재료를 알루미늄재

질로 적용한 경우 또한 최대응력결과는 에Fig. 13

서 보듯이 같은 부분에서 로서 최대응20.9[MPa]

력강도의 위치와 크기가 차이가 없었다.

Fig. 10 The displacement contour result of the parallel
robot on using FC300 material's main
housing(marked displacement : 0.333mm)

Fig. 11 The displacement contour result of the parallel
robot on using AL6061 material's main
housing(marked displacement : 0.34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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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The stress intensity contour result of inner arm
using FC300 material's main housing(marked
stress : 20.9MPa)

Fig. 13 The stress intensity contour result of inner arm
using AL6061 material's main housing(marked
stress : 20.9MPa)

하지만 와 에서는 메인하우징에Fig. 14 Fig. 15

대하여 강재 및 알루미늄 재료를 각각 적용하였

을 경우에 메인하우징 구조물에서 발생되는 최대

응력강도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알루미늄.

의 재질 경우 보다 약 배가량 높은 응력FC300 1.5

을 보이지만 크기가 미미하며 응력수준은 재료의

허용응력 수준을 충분히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응력해석의 결과만을 확인해 볼 때 메인하. ,

우징의 재료로서 알루미늄의 재료를 사용할 경우

로봇 시스템의 기구적 효율성과 경량화를 높일

수 있지만 제작상의 난이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

된다.

결론적으로 델타형 병렬 로봇을 구성하는 메인

하우징의 재질에 대한 재료의 허용응력과 현재

도출된 응력강도의 수준을 비교해 보면 고속가,

감속 운전조건에서 모두 재료의 허용응력의 범위

에 만족하는 값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4 The stress intensity contour result using
FC300 material's main housing(marked
stress : 2.6MPa)

Fig. 15 The stress intensity contour result using
AL6061 material's main housing(marked
stress : 1.83MPa)

Fig. 16 Experimental setup for test of repeatability
using laser tracker (APT3 tracker 3)

반복정밀도 성능 평가 실험4.

고속 가감속에 의한 외력에 대응할 구조해석을

통해 구조 건전성이 설계단계에서 검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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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로봇은 설계대로 제작되었으며 제작된

로봇의 목표 정밀도 를 만족하는지를 측정(± 0.1mm)

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제작된 병렬로봇의 정도측정.

을 위해 레이저 트래커가 사용되었다 레이저 트래.

커는 로봇의 말단에 장착된 반사구의 중심을 레이

저로 추적함으로써 실제 궤적을 좌표로 측정한3D

다 측정에 사용된 레이저 트래커는 과 같다. Fig. 16 .

로봇의 정밀도 측정을 위한 측정목표궤적은

와 같이 로봇의 주요 이동 궤적을 고속으Fig. 17

로 반복하면서 동작을 수행하는 궤Pick & Place

적이다 이는 통상 로 불리기도 한. Adept cycle

다.
(8) 왕복 의 운전 시간은 초이다 본 논Cycle 0.3 .

문에서는 의 측정목표 궤적을 회 반복Fig. 17 10

하면서 정밀도를 측정하였다.

Table 2 Result data at point#1

X Y Z

1 -149.1627 -40.3640 -492.0351

2 -149.1615 -40.3749 -492.0229

3 -149.1635 -40.3764 -492.0245

4 -149.1618 -40.3757 -492.0268

5 -149.1629 -40.3751 -492.0234

6 -149.1605 -40.3741 -492.0296

7 -149.1642 -40.3754 -492.0239

8 -149.1615 -40.3766 -492.0283

9 -149.1637 -40.3747 -492.0244

10 -149.1613 -40.3761 -492.0278

11 -149.1640 -40.3757 -492.0242

Table 3 Result data at point#2

X Y Z

1 171.0152 -32.6173 -491.4785

2 171.0173 -32.6181 -491.4723

3 171.0217 -32.6184 -491.4739

4 171.0200 -32.6199 -491.4705

5 171.0207 -32.6186 -491.4738

6 171.0212 -32.6181 -491.4719

7 171.0240 -32.6194 -491.4722

8 171.0237 -32.6214 -491.4698

9 171.0254 -32.6201 -491.4702

10 171.0233 -32.6206 -491.4703

#1 #2

Fig. 17 The test path (Adept cycle)

에서 이동 궤적 좌측의 과 우측Fig. 17 point #1

의 에 대한 반복정밀도 결과는 각각의 오point #2

차는 로 우수한 반복정밀도0.0164mm, 0.0134mm

를 보인다 이상에서 개발목표치인 반복정밀도.

오차 이내를 충분히 달성하였음을 확인± 0.1mm

할 수 있다(Table 2, Table 3)

결 론5.

본 연구에서는 고속 이송에 적용될 병렬로봇이

개발되었다 개발된 로봇은 최대 의 부하를. 3kg

이송할 수 있으며 의 부하조건에서의 최대0.1kg

운전 조건은 싸이클 타임 로 최대 가속도0.3sec

약 로 운전할 수 있다 작업4.5m/sec (Pick & Place ,

본 논문에서는 개발된 고속 병렬로Adept cycle).

봇의 설계 및 해석에 관한 연구결과와 개발된 로

봇의 성능에 관해 소개하였다.

목표 작업영역 을 만족하(1) ( 1300 *500mm)Φ

면서 고속 고부하에 견딜 수 있는 병렬로봇의,

설계를 위한 기구학적 주요 파라미터를 결정하였

다.

설계된 델타형 병렬로봇의 고속 가감속 조(2)

건하에서 구조적으로 안정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구조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변형과 응,

력의 측면에서 허용범위 내에 있음을 보였다.

제작된 병렬로봇의 반복 정밀도 실험을 통(3)

하여 최대 의 반복정밀도를 가짐을 확0.0164mm

인하여 매우 높은 정밀도가 확보되었음을 보였

다.

개발된 병렬로봇은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되었

으며 따라서 향후에는 내구성 및 신뢰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제품의 수명과 신뢰성을 향

상시키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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