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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로봇은 전세계적으로 의학, 운송, 식품, 

생산 등 여러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순조로운 인간과 협업이 

되기 위해 연구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  
힘 제어도 이런 분야의 하나이며, 동력학에 

대한 IDIM(Inverse Dynamic Identification 
Model)과 LS(Least Square)이 소개되고, 
새로운 DDIM(Direct and Inverse Dynamic 
Identification Model) (1), 스카라 로봇을 이용한 
동역학과 기구학에 대한 시뮬레이션(2) 및 뉴럴 
네트웍과 같은 이론을 적용한 제어 알고리즘(3) 
등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은 힘 제어 알고리즘 개발의 초기 
단계로써, 측정 가능하거나 알 수 있는 인자 
들을 사용하여 동력학 시뮬레이션을 하고, 
실제 모터에 사용되는 토크의 비교를 통해 
오차의 정도와 어떤 부분이 부족할 지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실험했고,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다. 

 
2. 동력학 시뮬레이션  

 
다음은 일반적인 로봇 동역학 방정식(4)이다. 

),()( qqNqqMτ idm &&& +=  
)(qM  robot  inertia  matrix 

),( qqN &  centrifugal,  coriolis, gravitational, 
and friction force/torque 

스카라 로봇은 수식을 유도할 때, 링크간의 
coupling 과 decoupling 이 같이 공존하며, 

기구학 및 자코비안, 동역학 수식이 간단하게 
유도된다. 

동역학 수식은 Lagrange Formulation(5)을 
사용하여 closed-equation 으로 유도하였다. 
 

3. 동역학 시뮬레이션  및 실험 결과 
 

스카라 로봇의 속도 및 위치에 대한 
프로파일은 실험 로봇의 샘플링 시간과 
위치데이터를 받을 수 있어서 시뮬레이션에 이 
값들을 적용하여 진행했다. 

로봇의 움직임은 첫번째 링크와 두번째 
링크를 동시에 좌우로 움직이도록 하여 실험을 
했으며, 움직임은 아래의 그림과 같다. 

Fig. 2 movement of robot 
로봇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스카라 로봇의 

파라미터는 아래의 값과 같다. 
Table 1 parameters of SCARA robot 

 
 First Arm Second Arm 

link length[m] 0.332 0.310 

mass[Kg] 17.4786 17.3827 

center of mass,C.M.[m] 0.1734 0.2392 

gear ratio 80:1 54:1 

rated torque[N·m] 3.18 2.4 

Motor inertia[Kg·m2] 2.54x10-4 0.87x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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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찰력과 외란은 0 으로 설정했다. 토크 

표기는 모터 정격에 대한 % 비율이다. 
100*//[%] mrrL TGTTortue =  

 
TL link torque 

Gr gear ratio 

Tmr rated torque of motor 

 
시뮬레이션 및 실험에 대한 결과이다. 

Fig. 3 1st motor torque[%]  
.위의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첫 번째 

모터의 추정 토크가 실제 토크의 값과 비슷한 
시뮬레이션 결과임을 알 수 있다. 

 
4. 결론 

 
동역학 해석에서 모터의 이너셔 부분이 

추가됨에 따라 실제의 토크값 추정에 좀더 
비슷하게 접근이 가능했다. 아래는 1 축의 
이너셔 추정이 빠진 경우이다. 

Fig.4 와 Fig.3 은 등속부분에서는 별차이가 
보이지 않지만, 가감속구간의 추정 토크오차가 
최대 50%정도가 된다. 

Fig. 4 1st motor torque without motor inertia[%]  
. 모터와 기어의 이너셔, 기어비에 관한 

정보를 추가해야 좀더 정확히 계산을 할 수 
있으나, 기어의 이너셔는 자료를 구할 수 
없어서 추가하지 않았다. 

만약 기어의 이너셔 회전 성분에 대한 
부분이 추가된다면, 이번의 실험보다 더 좋은 
추정 결과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기어 
오일의 성분과 함률이 인자로 추가된다면 
추정이 실제와 비슷할 것이다. 

 
후기  

본 논문은 실제 사용중인 로봇을 이용하여 
알고 있는 기구 인자로 시뮬레이션하고, 실제 
토크와 비교 고찰을 하였다.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힘 제어의 알고리즘을 개발할 
계획이다. 

산업이나 실생활에 힘 제어 알고리즘의 
적용이 미비하기는 하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용이 늘어갈 것이며, 필요한 연구 분야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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