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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IT 기술의 발달로 인해 로봇공학은 전문가의 영역에서 비전문가의 영역까지 두루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존재하는 소프트

웨어는 여전히 높은 진입 장벽을 가지고 있다. 비전문가가 실질적으로 참고자료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로봇 제어가 쉽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5 자유도를 가진 로봇 팔을 움직이게 할 때 사용하는 기존의 역기구학(Inverse Kinematics)을 활용하여 기존 방

법의 난도보다 직관적인 방법을 제시하여 비전문가들에게 로봇에 대한 높은 접근성을 제시한다.

키워드: 로봇공학(Robotics), 로봇 팔(Robot-arm), 역기구학(Inverse Kinematics), 자유도(Degree of Freedom), 해석
(Analysis)

I. 서 론

IT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해 로봇공학이 일반 사용자들에게 오픈

소스의 형태로 많이 배포되고 있다. 그러나 현 사용자는 굉장히 제

한적으로 소비하고 있다. 일반 사용자들에게 이에 대한 각종 수식

들을 활용하기엔 여전히 어렵다. 본 논문은 알려져 있는 로봇 팔에 

대한 제어방법으로 쓰이는 역기구학(Inverse Kinematics)에 대해 

쉬운 접근 방법을 제시한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쓰는 예시 로봇 

팔은 5 자유도를 가진 것으로 진행한다.

II. 관련 연구

1. 관련연구

1.1 역기구학

역기구학은 정기구학(Foward Kinematics)의 반대어로써, 인간 

신체 움직임의 체계와는 반대의 동작 원리를 말한다. 끝 부분의 움

직임을 따라 중심축의 계층구조들이 따라 움직이는 구조이다. 예

를 들어, 순기구학, 인간 신체의 움직임은 손가락을 움직이기 위해 

뇌부터 손가락을 향하는 구조라면, 역기구학은 이와 반대로 손가

락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손가락부터 움직이고 나머지 관절들이 따

라 움직이는 것이다. 

III. 본 론

1. 로봇암 역기구학

1.1 기존 역기구학의 문제점

역기구학 방식은 관절이 적을 경우에는 연산이 적어 쓰기 쉽지

만 관절이 많을 경우 연산이 복잡해져 사용에 어려움이 생긴다[1]. 
이를 쉽게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역기구학을 활용하였다. 원리를 

설명하면 이렇다. 원래 역기구학은 말단효과장치의 직교좌표상의 

위치 및 방향이 주어졌을 때 관절각을 구하는 프로세스라면 본 논

문에서 구현한 방식은 시작점부터 구하기 시작하여 마지막에 끝점

의 관절 각도를 구하는 방식이다.

1.2 역기구학 활용

기존 역기구학을 활용해 로봇암을 원활히 작동시키게 하는 원

리는 다음과 같다. 3차원의 좌표를 2차원으로 분할한다는 것이다. 
베이스 서보(Base servo)와 그리퍼 서보(Gripper servo) 부분은 3
차원 좌표에서 x,z를, 즉 좌우 운동을 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 

둘을 제외한 서보 모터 부분은 모두 3차원 좌표에서 y,z, 수직 운

동에 해당한다. 좌표를 분할하고 나면 연산해야하는 경우가 나누

어져 기존 역기구학의 연산에 비해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먼저 

수직운동을 하는 관절각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이를 구하는 

부분에 대한 방법론은 두 단계를 거친다. 수직운동을 조종하기 위

해서는 사용자에게 측면위치를 알려주고 맨 끝점(End-point)을 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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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이게 하면 그 점을 중심으로 각 관절의 위치를 역기구학에 따라

서 연산을 수행한다. 이러한 연산을 위해서는 먼저 네 개의 모터 

중에서 시작점부터 시작하여 세 개의 점을 잡는다. 잡은 세 점을 

하나의 삼각형으로 둔다.

그림 305. 분할한 삼각형 구조

Fig.1 Divided Triangle Structure

그림 1은 총 네 개의 점에서 연산을 위해 먼저 가져온 세 개의 

점으로 만든 삼각형이다. 위 △ABC에서 세 점의 위치 값을 이용

하여 먼저 ∠C를 구하고 그 다음엔 ∠E를 구해야 한다.  이를 구

하기 위해서는 ∠B, ∠D를 구해야 가능하다. 이를 코드화 시키면 

아래와 같은 식으로 된다.

      
      
   
        
    

그림 2. 관절각 수식

Fig 2. Formula of Joint's Degree

위의 그림 2의 수식을 설명하면 이렇다.
(1) ∠B와 ∠C를 구하기 위해서는 코사인 제2법칙을 활용하여 

구한다.
(2) ∠D는 그림 2에서 보면 difference의 각도이므로 difference

의 x,y 좌표를 이용하여 tan 수식을 활용하여 구한다.

(3) △ABC에서 ∠A, ∠B, ∠C는 합했을 때 180도를 이룬다. 
그리고 (2)번에서 구한 ∠D는 ∠A와 ∠E를 더한 각도 값

이기에 ∠A는 ∠D에서 ∠E를 뺀 값이라 말할 수 있다. 그
렇기에 ∠A+∠B+∠C = 180 에 ∠A = ∠D-∠E를 대입하

여 ∠E를 구한다.
(4) ∠F를 구하기 위해 기존에 구했던 ∠D를 점 C로 올린다. 

그럼 여기서 새로운 삼각형 △BCD가 만들어진다. 그럼 (3)
번에서 사용했던 ∠B+∠C+∠D=180이 만들어진다. 그리

고 ∠C+∠F=180이 된다. 이를 대입하여 ∠F를 구한다.
이렇게 하면 1번 모터부터 3번 모터까지의 관절각을 구할 수 있

게 된다.

IV. 결 론

본 논문은 로봇팔의 관절각을 구하는 방법인 역기구학을 비전

문가를 위해 좀 더 쉽게 연구한 내용을 담았다. 기존 역기구학의 

한계점을 제시하고 연산을 좀 더 쉽게 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로봇 

팔의 움직이는 부분을 분할하여 삼차원의 좌표를 이차원으로 나누

고 나눈 두 개의 팔의 관절각을 나눠서 구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다양한 곳에 응용되어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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