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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undant actuated parallel kinematic machines (PKMs) have been widely researched to 

increase stiffness of PKMs. This paper presents theoretical analyses on the stiffness of non-

redundant and redundant actuated PKM. Stiffness of each mechanism is defined by summation 

of actuator and structural stiffness; the actuator stiffness is determined from displacements of 

actuators, and the structural stiffness is determined from deformations of links by external forces. 

Calculated actuator and structural stiffness of non-redundant PKM show same distribution in 

entire workspace. On the contrary, the actuator and the structural stiffness of a redundant PKM 

has very different distribution in the workspace; so, we conclude the structural stiffness of 

redundant PKM should be considered to design the redundant PKM. The results can be used to 

design and analyze non-redundant and redundant PKMs.  

 

Key Words: Parallel Mechanism (병렬기구), Redundant Actuation (과구동), Stiffness Analysis (강성해석), Structural 

Stiffness (구조강성), 5R Link (오절링크) 

 

기호설명 

 

ri = length of each linkage 

θi = angle between linkages 

x = Cartesian coordinate of end-effecter 

q = vector of angles between linkages 

τ = torque on joints 

F = external force 

Ri = reaction forces on each linkage 

Ci = compressive forces on each linkage 

Vi = vending forces on each linkage 

Mi = moments on each linkage 

J, G, Γ = Jacobian matrices 

A = cross-sectional area of linkages 

I = moment of inertia of linkages 

E = modulus of elasticity of linkages 

Cstr = compliance matrix of structural stiffness 

Ktotal, Kact, Kstr = stiffness matrices 

 

1. 서론 

 

병렬기구는 높은 분해능, 작은 관성질량 등의 

장점을 가지고 다양한 위치결정용 스테이지, 모션 

시뮬레이터, 햅틱 디바이스 등으로 연구가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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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왔다.1 대표적으로 스튜어트-고흐 플랫폼 및 델

타 플랫폼 등이 산업화 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

다.2,3 하지만 이러한 병렬기구 플랫폼은 작은 작업

영역 및 작은 강성이 단점으로 지적되어 병렬기구 

응용에 한계점을 보여왔다. 

병렬기구의 작업영역을 높이기 위해서는 독창

적인 구조의 병렬기구를 개발하는 것과 동시에 구

동 특이점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병렬

기구들이 기구의 자유도보다 많은 여유 구동부를 

갖는 과구동 방식을 통해 작업영역 내부에 존재하

는 특이점 영역을 줄이거나 제거했다. Kim et al.4은 

Eclipse 구조를 제시하여 90 도 혹은 360 도의 회전

능력을 구현하였다. Kang et al.5은 100도의 틸팅능

력을 가지는 3 자유도 이중서보 병렬기구를 제시

하였다. Seo et al.6은 무한 회전이 가능한 평면형 3

자유도 병렬기구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병

렬기구들도 다양한 공작기계나 시뮬레이터 등에 

적용하기에는 특정 방향의 강성을 높여야 하는 강

성 제어의 과제를 안고 있다. 현재 병렬기구의 강

성 제어는 병렬기구를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기 위

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병렬기구의 특정 방향의 강성을 높이기 위해서 

두 가지의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우선, 

기구구조를 변형하여 강성을 높이는 방법이 있다. 

Zhang7 은 Tricept 플랫폼의 구조를 바꾸어 강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연구를 발표하였다. Wu et al.8

은 2 자유도 병렬기구의 상단에 하나의 링크를 더 

부착하여 기구강성을 증대시킬 수 있음을 이론적

으로 보였다. 이러한 방법은 강성 측면에서는 장

점이 있지만, 병렬기구의 장점인 작은 관성질량을 

높여 동역학 및 제어적 관점에서는 단점이 있다. 

두 번째 방법은 병렬기구의 과구동을 이용하

여 강성을 증대시키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병렬

기구의 구조는 유지하면서 여유 구동부에 의해 

발생하는 내력 토크를 적절히 분배하여 병렬기구

의 강성을 조절하고 특정 방향의 강성을 증대시

키는 방법이다. 초창기 Yi et al.9이 이론적 해석을 

시작했으며, 그 이후로 다양한 연구자들이 내력

을 이용한 강성 확대 방안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진행하였다.10,11 최근에는 Lee et al.12이 이러한 이

론 연구 바탕으로 최적화 이론을 적용, 실험을 

통하여 검증하는 연구를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는 이론을 검증하기 위하여 액추에이터 앞에 

스프링을 이용하여 구동강성을 최소화 해서 실험

을 하였고, 이 결과는 실제 병렬기구에 적용하기

에는 한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과구동 병렬기구의 강성을 구동

강성과 구조강성으로 나누어 이를 이론적 해석을 

통해 비교, 분석한다.13 본 논문에서는 좌우대칭형 

5R 병렬기구를 해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14 우선 

비과구동 병렬기구에 대한 구동 및 구조 강성해석

이 수행된다. 이 결과는 과구동 병렬기구의 구조

강성 해석이 필요하다는 비교 데이터가 된다. 그

리고 과구동 병렬기구의 강성을 이론적으로 해석

해서 그 결과를 분석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과구

동 병렬기구의 구동강성과 구조강성은 서로 연관

성이 없어, 상대적으로 얇은 링크를 가지고 있는 

과구동 병렬기구의 경우 강성 제어를 위해 구조강

성의 해석이 필수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 장에

서는 비과구동 5R 병렬기구에 대한 강성해석이 진

행된다. 이 결과는 추후 과구동 5R 병렬기구 해석

결과와 비교된다. 3 장에서는 과구동 병렬기구의 

구동강성 및 구조강성 계산 과정과 결과가 제시된

다. 2 장과 3 장에서 도출한 결과는 4 장에서 전체 

작업영역에 대하여 비교, 분석된다. 마지막으로 5

장에서 최종 결론을 제시한다.  

 

2. 비과구동 5R병렬기구의 강성해석 

 

2.1 비과구동 5R 메커니즘 및 자코비안 

링크의 길이가 ,rPBPB,rBABA
22112211

====  

321
rOAOA == 일 때, Liu et al.14 이 해석한 가장 넓

은 사용가능 작업공간(Usable Workspace)을 제공하

는 조건 r3 < r1 < r2, r1+r3 < r2을 만족하는 5R 병렬

기구이다. 작용점 P 의 링크 각도 θp가 항상 예각

인 상향구조(up-configuration)를 유지한다고 가정

하면, 구동부인 독립관절 A1, A2의 관절값 θ1, θ2에 

 

P( x, y)

A1 A2

B1

B2

θ1 θ2

θ3

θ4

r1 r1

r2 r2

r3 r3O

θp

 

Fig. 1 Mechanism configuration of 5R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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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작용점 P 가 유일하게 결정되는 2 자유도 기

구이다. 독립관절 외의 B1, B2 관절은 종속관절이라

고 한다. 

자코비안은 입력변수와 출력변수의 속도 사이

의 선형 관계식으로 정의하며 기구학적 구속 조건

식을 시간으로 미분하여 얻는다. 

 

  (1) 

 

 (2) 

 

독립관절에 대한 위 구속 조건식 (1), (2)을 시

간으로 미분하여 행렬식으로 정리하면 (3)과 같고, 

이때 J 가 역방향 자코비안이다. q 는 관절값 벡터 

[θ1, θ2]
T이고 x는 점 P의 위치 벡터 [x, y]T이다. 

 

 (3) 

 

2.2 구동강성 

병렬기구의 구동강성은 가상 일 이론(virtual 

work theorem)을 이용하여 구한다. 구동부에 작용하

는 토크가 τ 이고 Fig. 1 의 P 점에 힘 F 을 가했을 

때, P 점의 미소변위 ∆x 와 구동부의 미소변위 ∆q

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4) 

 

구동부에 작용하는 토크는 비과구동이므로 내

력 토크 없이 구동 관절의 회전 강성 Kr 에 의해 

수동적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식(4)에 식(3)을 대입

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얻을 수 있다.  

 

      (5) 

 

이 때 Kact가 JTKrJ이고 비과구동의 구동강성이다. 

 

2.3 구조강성 

비과구동의 경우 구조강성을 계산하기 위해 병

렬기구 구조를 일종의 트러스 구조로 가정한다. 

Fig. 1의 PB
i
링크는 양단 관절의 모멘트가 존재하

지 않는 핀 조인트이다. 구동부의 회전강성에 의

한 영향은 이미 구동강성에서 고려했기 때문에 

ii
BA 링크는 일단고정기둥으로 가정할 수 있다. 임

의의 자세에서 임의의 외력 F 이 가해졌을 때 반

력분포는 다음 Fig. 2의 자유물체도와 같다. 

 

F(f x, fy)
R1

θ
1

θ
2

θ
3

θ
4

R1

R1

R1

α=θ
1
+θ

3 β=θ
2
+θ

4

R2

R2 R2

R2

 

Fig. 2 Free body diagram (FBD) of truss structure to 

calculate the structural stiffness of non-redundant 

5R mechanism 

 

P 점에서 힘 평형식을 이용하여 반력 R1, R2 의 

크기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6) 

 

 (7) 

 

PB
i

 링크의 경우 양단 모멘트가 존재하지 않

기 때문에 반력에 의한 단순압축만 발생하여 다음

과 같이 가상에너지 U1, U2 를 구할 수 있다. 

 

         (8) 

 

ii
BA  링크의 경우 일단고정기둥이므로 압축과 

굽힘이 동시에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가상에너지 

U3, U4 를 구할 수 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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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A 는 링크의 단면적, E 는 탄성계수(Young’s 

modulus), I 는 단면관성모멘트를 의미한다. 카스티

글리아노 정리(Castigliano’s theorem)를 따라 각 링

크의 가상에너지의 합을 외력 F 로 미분하여 컴플

라이언스 행렬 Cstr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11) 

 

컴플라이언스행렬은 강성행렬의 역행렬이므로 

아래와 같이 구조강성 Kstr을 구할 수 있다. 

 

          (12) 

 

구동강성과 구조강성은 용수철을 직렬로 연결

한 것과 같은 관계로 중합할 수 있다. 따라서 전

체강성 Ktotal은 다음과 같이 중합한다. 

 

    (13) 

 

3. 과구동 5R병렬기구의 강성해석 

 

3.1 구동강성 

과구동 병렬기구는 독립관절의 구동부 외에 종

속관절에 액추에이터를 추가하여 자유도 이상의 

구동 토크로 내력을 발생시킴으로써 구동강성을 

조절할 수 있다. 따라서 종속관절까지 고려한 5R

병렬기구 구속 조건식은 다음과 같다. 

 

 (14) 

 

  (15) 

 

관절값 θ1, θ2을 독립관절벡터 qu라 하고 그 외

의 관절값 θ3, θ4을 종속관절벡터 qv라고 할 때, 위 

구속 조건식을 시간으로 미분하여 독립관절과 종

속관절 간의 구속 자코비안 Φ을 구한다. 

 (16) 

 

             (17) 

 

구동관절벡터를 qr라 할 때, 독립관절 선택행렬 

U 와 구동관절 추출행렬 V 를 이용하여 식(18)과 

같이 독립관절과 구동관절 간의 구속 자코비안 Γ

을 구한다. 본 논문에서는 2 개의 종속관절 모두에 

액추에이터를 부착한 대칭형 구조를 해석하기 때

문에 U = V = I4X4이다. 

 

             (18) 

 

비과구동 해석과 마찬가지로 가상 일 이론을 

이용하면 구동관절 토크 τr와 외력 F, 각 변위 δqr, 

δx에 관한 식(19)를 얻는다. 

 

           (19) 

 

식(19)에 식(18), 식(3)을 대입하여 외력과 구동 

토크에 대한 식(20)를 유도한다.  

 

       (20) 

 

힘 F 을 작용점 변위 x 로 미분하여 구동강성 

식(21)을 구할 수 있다. 

 

(21) 

 

과구동 병렬기구의 구동강성은 비과구동의 경우

와 다르게 구동토크에 의한 능동강성을 가지고 있

다. 식(21)에서 앞의 항이 능동강성이고 뒤의 항은 

각 관절의 회전강성에 의해 결정되는 수동강성이다. 

수동강성은 구동관절의 회전관성과 기구의 자세로 

결정되어 구동 관절 토크와 무관함을 알 수 있다. 

 

3.2 구조강성 

과구동에서 구조강성은 비과구동 일 때와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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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종속관절이 구동부에 의해 고정되어 Bi 관절에 

모멘트가 발생하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PB
1
링크와 

11
BA 링크의 자유물체도는 다음

과 같이 그릴 수 있다. 

 

θ
1

θ
3

R
1

α=θ
1
+θ

3

R
2

C
1

V
1

(θ
2
+θ

4
)-(θ

1+
θ
3
)

P

B
1

B
1

C
1

A
1

M
1

C
3

V
3

 
   (a)                      (b) 

Fig. 3 Free body diagram to calculate the structural 

stiffness of redundant 5R mechanism. (a) FBD 

of PB
1

 link and (b) FBD of 
11

BA  link 

 

점 P에서의 반력 R1, R2의 크기는 비과구동 일 

때와 같이 식(6), (7)을 이용하여 구한다. Fig. 3 (a)에

서 볼 수 있듯이 PB
1
링크의 경우 관절 B1이 고정

되어 단순압축 뿐 아니라 굽힘도 동시에 받는 일

단고정기둥으로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반력 R1, 

R2의 합력으로 PB
1
링크에 작용하는 단순압축힘과 

굽힘힘이 다음과 같이 유도된다. 

 

(22) 

 

    (23) 

 

이 링크의 가상에너지는 다음과 같다. 

 

            (24) 

 

11
BA 링크의 경우 관절 B1 이 고정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멘트를 추가로 받는 일단고정기둥으로 

가정한다. PB
1
링크의 단순압축힘 C1 으로부터 생

기는 반력을 단순압축힘과 굽힘힘으로 분해하고, 

PB
1
링크의 굽힘힘 V1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멘트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25) 

 

           (26) 

            (27) 

 

이 링크의 가상에너지는 다음과 같다. 

 

 (28) 

 

같은 방법으로 PB
2
링크와 

22
BA 링크의 가상에

너지 U2, U4 를 구하고 가상에너지의 총합을 외력

으로 미분하면 식(11), (12)와 같이 카스티글리아노 

정리를 이용하여 과구동에서의 구조강성 Kstr 을 구

할 수 있다. 

 

4. 이론해석 결과 및 비교분석 

 

작용점 P 에 임의의 힘 F 를 인가했을 때 변

위 ∆x 를 강성행렬 K 를 통해 구하면 xy 평면에 

타원형으로 분포한다. 즉, 일정 방향으로는 강한 

강성을 갖고 일정 방향으로는 약한 강성을 갖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타원의 장축과 단축의 

길이는 강성행렬의 특이값(singular value)의 큰 값

과 작은 값으로 치환할 수 있다. 강성행렬 분석

은 크게 두 가지 인덱스로 할 수 있다. 식(29)의 

I1 은 특이값의 비로 임의의 방향의 외력에 대해 

얼마나 균일한 강성을 갖는지 표현할 수 있고, 

식(30)의 I2 는 특이값의 곱으로 타원의 넓이를 표

현한다.  

 

                (29) 

 

  (30) 

 

기본 해석 결과, I2의 경우 구동강성이과 구조

강성 모두 기구 구조의 구동 특이점인 사용가능 

작업공간의 경계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나머지 자

세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으며 그 분포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특정 방향으로의 강성 증대를 위

한 내력 토크 분배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사용가

능 작업공간의 각 위치에서 강성 행렬의 방향성

을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강성의 

등방성을 나타내는 I1 을 기준으로 구동강성과 구조

강성의 분포 특성 분석을 수행한다. 해석을 위해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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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한 각 인자들의 값은 아래 Table 1에 정리하였다. 

 

Table 1 Values of parameters 

Symbol Value Symbol Value 

r1 (m) 0.224  A (m2) 0.3×10-3  

r2 (m) 0.448 E (N/m2) 68.9×109 

r3 (m) 0.168 I (m4) 2.5×10-9 

 

4.1 비과구동 5R 메커니즘의 구동, 구조강성의 

분포 

비과구동의 경우 구동강성과 구조강성의 값은 

다르지만 강성의 방향성을 의미하는 I1 의 분포가 

Fig. 4 와 같이 일치한다. 전혀 다른 계산식으로부

터 구해진 구동강성과 구조강성이지만 I1 의 분포

는 일치하는 결과가 나왔다.  

 

 
(a)                   (b) 

Fig. 4 Stiffness index of the non-redundant 5R parallel 

mechanism in the workspace. (a) Actuator stiffness 

and (b) structural stiffness 

 

4.2 과구동 5R 메커니즘의 구동, 구조강성의 

분포 

과구동의 경우, 자유도 이상의 구동 토크로 내 

 

력을 발생하여 조절할 수 있는 능동강성이 추가된

다. 따라서 같은 자세에서도 토크에 따라 구동강

성은 달라질 수 있지만 구조강성은 수동적으로 결

정된다. 그 결과 아래 Fig. 5 와 같이 구동강성과 

구조강성의 I1 은 전혀 다른 분포를 보인다. Fig. 5 

(a)는 구동강성의 I1 분포로서 독립관절의 구동 토

크를 τ라 했을 때 종속관절의 구동 토크를 0.1τ, τ, 

10τ 로 하여 계산한 결과이다. 과구동되는 종속관

절의 구동 토크가 커질수록 Fig. 5 (b)의 구조강성

과는 점점 상이한 분포를 보인다. 

 

4.3 해석 결과 분석 

앞서 수행한 시뮬레이션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

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1) 비과구동의 경우 구동강성과 구조강성의 값

은 다르지만 강성의 방향성을 의미하는 I1 의 분포

가 일치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구동강성과 구

조강성을 중합해도 강성의 분포에는 변화가 없음

을 의미한다.  

2) 종속관절에 구동 토크를 가하여 강성을 조

절하는 과구동 기구에서는 구동강성과 구조강성의 

분포가 큰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구동강성과 구

조강성을 중합하여 전체 강성을 구하면 또 다른 

강성 분포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구동 

병렬기구의 강성 해석에는 구동강성과 구조강성 

해석이 병행되어야 정확한 전체 기구 강성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비과구동, 과구동 병렬기구의 최 

 

τ0.1τ 10τ

(a)                                            (b) 

Fig. 5 Stiffness index of the redundant 5R parallel mechanism in the workspace. (a) Actuator stiffness and (b) structural 

stiffness 



한국정밀공학회지 제 29 권 9 호 pp. 971-977 

 

 

September 2012  /  977

종 강성을 계산하기 위하여 강성을 구동강성과 구

조강성으로 나누어 분석을 수행하였다. 5R 메커니

즘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병렬기구의 구동강성과 

구조강성을 이론적으로 해석하였다. 결과적으로 

비과구동 기구의 경우 구동강성과 구조강성이 전 

작업영역 내에서 같은 분포를 보였다. 이는 실제 

기구를 설계할 때 상대적으로 계산하기 쉬운 구동

강성만 고려하여도 최종 강성이 비례된 결과를 도 

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과구동 병렬기구의 경우 

구동강성과 구조강성이 작업영역 내에서 일관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상대적으로 링크가 

두껍지 않은 병렬기구를 설계할 때 구조강성을 필

수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

과는 5R 메커니즘을 포함한 다양한 비과구동, 과

구동 병렬기구의 강성 설계에 응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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