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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사람과 같은 환경에서 동작이 가능하며, 

인간-로봇 간 협업이 가능한 로봇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1) 이를 위하여, 로봇에 인가된 외

력을 측정하여 로봇 팔의 힘제어 및 충돌감지를 

수행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 대부분의 힘제어를 

위한 로봇 팔의 경우, 로봇 팔의 말단에 6축 힘/토

크 센서를 부착하고, 이를 통하여 얻은 힘과 모멘

트 정보를 바탕으로 로봇의 접촉 제어 및 충돌감

지를 수행한다.(2)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은 로봇 

팔 말단에서 발생하는 접촉 및 충돌 감지에는 유

리하지만, 로봇의 링크에서 발생하는 충돌을 감지

하고 대응하기는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

절 토크센서(joint torque sensor, JTS)를 로봇 팔의 

Key Words: Joint Torque Sensor(관절 토크센서), Robot Joint Module(로봇 관절모듈), Disk-Type Coupling(디스

크형 커플링), Torque Measurement(토크 측정), Moment Load(모멘트 부하) 

 

초록: 기존에는 로봇 말단에 6축 힘/토크 센서를 부착하여 로봇의 힘제어 및 충돌감지를 수행하였지만, 

이 방법은 매우 고가이고, 로봇의 몸체에서 발생한 충돌을 감지할 수 없었다. 이의 대안으로 각 관절에 

관절 토크센서를 장착하였으나, 토크 측정 시에 발생하는 다양한 오차로 인하여 실제 적용에 한계가 있

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정확한 토크 측정을 위한 관절 토크센서 및 이를 포함

하는 관절모듈을 개발하였다. 제안된 관절모듈은 로봇에 인가되는 모멘트 부하를 지지하고, 조립 시 발

생하는 응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토크센서에 디스크형 커플링을 첨가하여 원하는 회전토크만을 효과적

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실험을 통하여 제안한 토크센서의 성능을 검증하

였다. 
 

Abstract: Force control and collision detection for a robot are usually conducted using a 6-axis force/torque sensor 

mounted at the end-effector. However, this scheme suffers from high-cost and the inability to detect collisions at the 

robot body. As an alternative, joint torque sensors embedded in each joint were used, which also suffered from various 

errors in torque measurement. To resolve this problem, a robot joint module with an improved joint torque sensor is 

proposed in this study. In the proposed torque sensor, a cross-roller bearing and disk-type coupling are added to prevent 

the moment load from adversely affecting the measurement of the joint torque under consideration. This joint design 

also aims to reduce the stress induced during the assembly process of the sensor.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joint 

torque sensor was verified through various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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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관절에 삽입하고, 역학적 계산을 통해 로봇 팔 

말단에 작용하는 힘과 모멘트를 추정하는 방법이 

제시되었다.(3~6) 이 방법은 로봇 팔의 모든 관절에

서 측정된 토크를 바탕으로 힘 제어를 수행하므로, 

모든 부위에서의 힘 제어 및 충돌 감지가 가능하

다. 그러나 각 관절에 삽입된 JTS는 힘 제어 시에 

관절에 인가되는 원치 않는 부하의 영향을 받기 

쉽고,(7) JTS를 조립하는 방식이 복잡해지므로 설계 

시에 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치 않는 부하에 둔감하

며 JTS를 손쉽게 조립할 수 있는 디스크 연결 구

조의 JTS가 내장된 로봇 관절모듈을 제안하고, 실

험을 통해 로봇 관절모듈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제안한 로봇 관절모듈은 감속기, JTS, 베어링, 출

력 프레임 등의 구성요소를 포함하므로, 관절 단

위의 제작 및 성능 검증이 용이하고, 다수의 관절

모듈을 연결하여 다양한 형태의 로봇을 구성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절에 인가되는 부하의 영

향과 조립 구조에 의한 응력 등에 의한 성능의 저

하를 최소화하도록 로봇 관절모듈을 디스크 연결 

구조로 설계함으로써 정확한 토크 측정이 가능하

게 하였다. 따라서 제안하는 로봇 관절모듈을 이

용하여 로봇 팔을 구성하면, 각 관절에서의 정확

한 토크 측정을 기반으로 힘 제어 및 충돌 감지가 

가능하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제안

한 로봇 관절모듈의 구조에 대해 설명한다. 3장에

서는 다양한 실험을 통하여 설계된 로봇 관절모듈

의 모멘트 부하 절감 효과, 응력 절감 효과를 검

증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 결론을 도출한다. 

2. 로봇 관절모듈 

2.1 관절모듈 구조 

기존 로봇 팔의 경우, 로봇의 말단에서 감지된 

외력을 바탕으로 힘제어 및 충돌 감지를 수행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은 고가의 힘/토크 센서를 

필요로 하며, 로봇 말단 외의 부위에서 발생한 충

돌 감지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

를 해결하고자, JTS를 사용하여 각 관절에서 측정

되는 토크를 기반으로 외력을 계산함으로써, 힘제

어 및 모든 관절에서의 충돌 감지가 가능하게 하

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로

봇의 관절에 토크뿐만 아니라 모멘트 부하가 인가

되어 정확한 토크의 측정이 어렵고, 설치 조건에 

따라 조립 응력이 발생하여 JTS의 성능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효과적으로 토크 측정이 가능한 JTS가 삽입된 

관절 구조를 설계하고, 이를 모터 및 감속기 등 

관절 구성요소와 결합함으로써, 힘제어가 가능한 

로봇을 구성할 수 있는 관절모듈을 개발하였다. 

설계된 로봇 관절모듈은 Fig. 1과 같이 모터의 

동력을 전달받기 위한 풀리, 하모닉드라이브, 토크 

측정을 위한 JTS 및 입출력 프레임과 베어링 등

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로봇 팔의 원활한 배선을 

위하여 중공형 구조를 채택하였다. 이와 같은 관

절모듈은 다양한 형태의 로봇을 구성하기에 용이

하며, 로봇 팔의 각 모듈별로 힘제어 등에 대한 

성능 검증이 가능하다. 

JTS에서 토크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감속기와 

JTS 그리고 출력 프레임이 Fig. 2(a)와 같이 직렬로 

연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구조에서 출력 프레임에 

부하가 인가되면, 출력 프레임과 감속기 사이에서 

발생하는 회전방향 토크를 JTS에서 측정할 수 있

다. 그러나 로봇 팔에는 동작이나 자세에 따라 각 

관절에 회전방향 토크 외의 부하(즉, 모멘트 부하)

가 인가되며, 이러한 부하는 JTS에서의 토크 측정 

시에 상호간섭(crosstalk)을 통해 오차를 발생시키

므로 로봇 팔의 힘제어 성능을 저하시킨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 설계된 관절모듈에는 Fig. 2(b)와 

같이 회전방향을 제외한 나머지 5축에 대한 하중

을 동시에 지지할 수 있는 크로스롤러 베어링을 

삽입하여 JTS에 인가되는 모멘트 부하를 효과적

으로 지지함으로써, 순수하게 회전방향 토크만이 

JTS에 전달되도록 하였다. 

 

 

Fig. 1 Structure of robot joint module 

 

 
Fig. 2 Structure design: (a) previous design, and (b) 

proposed design to minimize cross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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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 Stress generated by tolerance, and (b) coupling-

type JTS design to avoid stress 
 

 

2.2 디스크를 통한 응력 감소 

Fig. 3(a)와 같이 출력프레임이 JTS와 크로스롤러 

베어링의 두 부품에 동시에 접촉하는 구조에서는, 

가공오차로 인하여 JTS와 출력프레임 사이에 편

각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편각이 존재하는 

두 면을 볼트를 이용하여 억지로 조립하면 상대적

으로 강성이 낮은 JTS에 변형과 함께 큰 응력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JTS는 구조물의 변형을 통

해 토크를 측정하므로 편각 발생 시의 조립에 의

한 이러한 변형과 응력은 측정된 토크에 오차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오차는 JTS의 제작 시마다 

그 정도가 다르게 되어 관절모듈의 성능 재현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

결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Fig. 3(b)와 같이 출력프레

임과 JTS 사이에 발생하는 편각을 허용해 줄 수 

있는 연결구조를 설계함으로써, JTS의 제작에서의 

가공오차와 무관하게 토크 측정 성능과 그 성능 

재현성이 보장하도록 하였다. 

편각을 허용하기 위한 연결 구조는 측정하고자 

하는 회전토크는 JTS에 전달하고, 그 외의 힘과 

모멘트를 JTS에 전달하지 않아야 한다. 본 연구에

서는 Fig. 4에서와 같이 디스크 연결 구조를 제안

하였다. 얇은 디스크 형상은 면에 수직한 방향으

로 강성이 낮고, 수평 방향으로는 강성이 높은 특

성을 갖는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편각이 존

재하는 두 면 사이에서 디스크가 낮은 강성으로 

탄성 변형함으로써 JTS에서 발생하는 응력을 감

소시키고, 측정 대상인 회전토크에 대해 높은 강

성으로 손실 없이 전달하게 된다. 

디스크는 탄성을 갖도록 판스프링과 같은 재질

인 SUS301로 제작하였으며, 모듈에 사용되는 구

성요소의 크기 및 사양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본 

연구에서는 JTS의 크기를 고려하여 외경 φ70, 내

경 φ40의 디스크를 설계하였으며, 사용되는 하모

닉드라이브 모델의 회전강성(4.7x104Nm/rad)과 비

슷한 5x104 Nm/rad의 회전강성을 갖도록 하였다.(8) 

이때  디스크  면에  수직한  방향  강성은  약 

4.5x102Nm/rad을 갖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으로 JTS 

 
Fig. 4 Design of elastic disk: (a) torsional stiffness, and 

(b) axial stiffness 
 

 
 
Fig. 5 Design of JTS: (a) hub-spoke structure, and (b) 

Wheatstone bridge 
 

 

에서 응력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위

의 설계변수를 기반으로 디스크의 허용하중 및 편

각은 각각 80Nm, 0.4°가 되도록 설계되었다. 

 

2.3 관절 토크센서 

로봇 관절모듈에 삽입되는 JTS는 측정하고자 

하는 토크 성분에는 민감하고, 그 외의 힘이나 토

크 성분에 대해서는 둔감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Fig. 5(a)의 허브-스포크 구조를 도입하여 

JTS 구조물을 설계하였다.(9) 내측 허브는 배선을 

위하여 중공형 구조를 채택하였다. 

허브-스포크 구조의 내륜이 고정되어 있을 때, 

외륜에 토크가 인가되면 상대적으로 회전에 민감

한 스포크에 변형이 발생한다. 이때 스포크의 변

형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위치에 스트레인 게이지

를 부착한다. 부착된 스트레인 게이지는 ±1000µε

의 변형율에서 107회 피로수명을 갖는다.(10) 따라

서 JTS의 FEM 해석을 통해 80Nm의 토크가 인가

되었을 때 스포크가 약 1000µε의 변형율을 갖도록 

설계하였다. 스포크의 전면과 후면에 부착된 총 8

개의 스트레인 게이지를 이용하여 Fig. 5(b)와 같은 

풀브릿지(Full-bridge)의 휘스톤 브릿지(wheatstone 

bridge)를 구성하며, 전압(E)을 인가한다. 이를 통

해 스트레인 게이지의 저항이 변화함으로써 발생

한 휘스톤 브릿지의 두 노드 사이의 전압 차(e)를 

앰프(amplifier)를 사용하여 토크로 환산할 수 있

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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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pecifications of robot joint module 

Feature Specification 

 

Weight 2.0 kg 

Dimension φ110×59 mm 

Rated torque 

(speed ratio) 

75 Nm 

(1:160) 

Torque sensing 

range 
±80 Nm 

 

 

 
 

Fig. 6 Experimental setup to apply external load to robot 
joint module: (a) torque, and (b) moment load 

 
 

본 연구에서 개발된 로봇 관절모듈의 시제품의 

상세 사양은 Table 1과 같다. 

3. 실험 및 결과 

3.1 관절모듈의 토크 측정 성능 검증 

JTS가 삽입된 로봇 관절의 경우, 로봇의 동작 및 

자세에 따라 토크와 모멘트 부하가 함께 인가된다. 

따라서 관절에 작용하는 토크만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모멘트 부하가 인가되어도 JTS에서 이를 

감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로봇 관절모듈의 토크 측정 및 모멘트 부하 지지 성

능의 검증을 위하여, Fig. 6의 실험 장치를 사용하여 

토크 측정 실험을 수행하였다. 외부에 모터를 설치

하여 동력을 전달하고 출력프레임에 무게 추 연결이 

가능한 양팔 보를 설치하였다. 이때 양팔 보의 자중

에 대한 영향을 상쇄하기 위하여 양팔 보의 무게중

심을 관절모듈의 회전중심과 일치시켰다. 양팔 보의 

한쪽 끝 0.55m 떨어진 곳에 12kg의 무게 추를 추가

함으로써 로봇관절 모듈에 최대 66Nm의 토크를 인

가하였으며, 모터로 관절모듈을 회전시키며 회전각

도에 따른 토크를 측정하였다. 또한 (b)와 같이 관절

모듈의 방향을 바꾸어 관절모듈에 모멘트 부하를 인

가한 후, 위와 같이 관절모듈을 회전시키며 측정한 

결과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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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Experimental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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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Linearity of torque measurement 

 
Fig. 6(a)의 실험에서 무게 추를 인가한 양팔 보

가 회전함에 따라 로봇 관절모듈에는 관절 회전각 

θ에 따라 질량 m, 모멘트 팔 l 및 중력가속도 g에 

의하여 다음의 토크가 인가된다.  
 

θτ sinmgle =                             (1) 
 

Fig. 7의 실험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JTS로부터 

측정된 토크가 관절에 인가되는 토크를 효과적으

로 추종함을 알 수 있다. 또한 Fig. 6(b)의 모멘트 

부하를 인가하는 실험 결과, 인가되는 모멘트 부

하 대비 JTS에서 인가되는 토크는 0.5% 수준이므

로, 제안한 구조를 통하여 모멘트 부하가 효과적

으로 지지되어 토크 측정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Fig. 6(b)의 실험 결과

로부터 인가한 토크와 측정된 토크를 비교하였을 

때, Fig. 8에서 보듯이 제안한 JTS의 토크측정 선형

성 오차는 0.48%로 상용 센서(0.5 %)와 거의 유사

함을 알 수 있다.  

 

3.2 디스크 성능 검증 

본 연구에서 제안한 디스크를 이용한 조립응력 

의 감소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Fig. 9와 같이 실

험 환경을 구성하였다. 실험장치는 JTS와 설계된 

디스크 및 출력프레임으로 구성되었으며, 4개의 기

둥을 통해 베이스프레임과 출력프레임을 서로 연

결하였다. 일반적으로 모든 기둥의 길이가 같을 

경우에는 토크 측정 시에 편각에 의한 오차가 발

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각 기둥에  



토크 오차 감소를 위한 디스크형 커플링을 갖는 토크센서가 내장된 로봇 관절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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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xperimental results of declination error 

Torque error 
Declination 

0.0° 0.03° 0.05° 0.13° 

without disk 0 Nm 1.2 Nm 3.6 Nm 5.5 Nm 

with disk 0 Nm 0.3 Nm 1.1 Nm 1.8 Nm 

 

 

JTS Disk
Output framePillar

(a) (b)  
Fig. 9 Experimental setup to apply declination error to 

JTS: (a) disassembly and (b) assembly 
 

 

0.05mm, 0.08mm, 0.2mm의 길이차이를 두어 각각 

0.03°, 0.05°, 0.13°의 편각을 발생시킴으로써, Fig. 1

의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각으로부터 인가되

는 토크오차를 고려하였다. 각 편각이 발생하는 

조건에서 Fig. 9의 구조물 조립을 완료 한 후 측정

한 토크는 Table 2와 같다. 

Table 2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구조물 조립 

시에 편각이 0.03°에서 0.13°로 증가함에 따라 JTS

에서 발생하는 토크 오차도 1.2Nm에서 5.5 Nm로 

증가한다. 그러나 제안한 디스크 연결구조를 갖는 

경우, 동일한 경우에서의 토크오차가 0.3 ~ 1.8 Nm

로 70% 가량 감소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 제안한 디스크 연결구조를 통하여 JTS를 

포함하는 관절모듈 조립 시 편각으로부터 인가되

는 응력으로 인한 토크오차를 효과적으로 감소시

킴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커플링 구조의 JTS가 내장된 로

봇 관절모듈을 제안하고, 실험을 통해 제안한 관

절모듈 구조가 모멘트 부하 및 조립 응력으로 인

한 토크 오차를 감소시킴을 검증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성과를 얻었다. 

(1) 감속기, 베어링, JTS 등이 삽입된 로봇 관절

모듈을 개발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로봇팔 구성

이 용이하게 하였다. 

(2) 제안된 로봇 관절모듈은 로봇 동작 시 JTS

에 인가되는 모멘트 부하를 효과적으로 지지함으

로써, 상호간섭 오차를 0.5%수준으로 감소시켰으

며 이를 통해 측정 대상이 되는 회전토크만을 정

확히 측정 가능하도록 하였다. 

(3) 제안된 로봇 관절모듈은 내장된 디스크형 

커플링을 통해 조립으로 인해 발생하는 응력을 디

스크가 없을 때 대비 30% 수준으로 감소시킴으로

써, 응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JTS의 토크 측정 오

차를 최소화하였다. 

따라서 제안한 로봇관절 모듈을 이용하여 로봇 

팔을 구성하면, 각 관절에서의 정확한 토크 측정

이 가능하며, 이를 기반으로 다자유도 팔의 힘 제

어 및 충돌감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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