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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국외 대표적인 제조업용 로봇 메이커들의 경우, 기존 제조업
용 로봇 시장 확대가 한계에 봉착하자, 최근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500kg 이상 초중량물 핸들링 로봇개발을 통해 자동차 제조

라인 및 일반 공작기계 가공라인의 물류혁신을 꾀하고 있다. 

  그 동안 국내에서 자체 개발한 오프라인 프로그래밍 시스템은 

오랜 기간에 걸쳐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1,2). 그러나 일부 적용 

사례를 제외하고는 자체 개발된 오프라인 프로그래밍 시스템들

이 국내 산업용 로봇 제조 혹은 사용 업체에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기업의 경우 우수한 사용편의성과 디테일 

모델링 능력으로 인하여 주로 ROBCAD, IGRIP 과 같은 상용 고가 

범용 패키지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또한 현재 현장에서 사용하는 로봇 작업 프로그램 작성방법은 

대부분 Teach and Playback 방식이다. 500kg 급 초중량물 핸들링 

로봇의 경우, 교시작업 중 중량 공작물의 이탈에 의한 안전사고

로 인하여 위험한 교시작업을 오프라인으로 수행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 로봇 작업장과 그래픽 작업장 

모델 사이의 오차를 줄이고 로봇 작업장 3 D 모델의 편집 효율을 

높이기 위해 먼저 로봇과 로봇 주변기기의 CATIA 모델을 활용하

는 방법을 제시한다. 또한 별도의 고가 로봇 측정 장치를 활용하

는 대신 로봇 주변장치에 고정된 직선 자나 공작물 자체를 활용한 

로봇 기구정수 추정법과 로봇 자체 이용 로봇 주변장치 위치 

추정법 및 작업장 내 간이 충돌회피 방법을 제시한다.  

2. 로봇 작업장 모델링 

  실제 로봇 작업장과 작업장의 컴퓨터 모델은 결코 일치할 

수 없다. 실제 로봇 작업장 구성요소는 로봇과 공작물, 공구 

및 공작물 고정구(fixture)와 같은 로봇 주변기기로 구성된다. 

이 중 컴퓨터 모델이 가장 높은 정도를 갖는 공작물조차도 실제 

치수 및 형상은 CAD 모델과 오차가 있으며 가공을 통한 변형과 

고정구위 고정오차를 피할 수 없다.  

  기존 자체 개발한 오프라인 프로그래밍 시스템의 낮은 3D 

디테일 모델링 능력 및 지속적 개선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구현한 로봇 모델링 방법은, 그림 1 과같이 CATIA 

모델로 기 작성한 실제 형상에 고정도로 일치하는 로봇 개별 

링크를 OpenGL 프로그램에서 읽어 들여 이들 링크 요소모델을 

재조합하여 실제 로봇형상과 매우 가까운 로봇 3D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를 위해 CATIA 모델링된 전체 로봇 기구부를 

다시 분해하여 개별 링크들에 대한 CATIA 모델을 먼저 얻어야 

한다.  그리고 추후 오프라인 프로그래밍 시스템 내 로봇의 

동적 시뮬레이션 속도를 고려하여, 이미 얻은 로봇 기구부 개별 

링크들에 대한 CATIA 모델 디테일 모델링 정도를 단순화(개별 

링크 모델 내부요소만 제거)하고 파일 용량을 줄여 CATIA 에서 

‘wrl' 파일로 다시 저장한다. 저장한 개별 링크들에 대한 

‘wrl' 파일을 3DMAX 에서 읽어 들여, 필요 없는 정보들(카메라 

정보, 각 링크 내부요소 정보 등)을 제거하고 원하는 크기로 

확대 및 이동한 후 3DS 파일로 다시 저장한다. 끝으로,  저장한 

개별 링크들에 대한 3DMAX 파일을 OpenGL 에서 다시 읽어 들인 

후, 개별 링크들 간의 관계정보를 정의(다시 상호 조합)하여 

로봇 기구부 전체를 다시 모델링한다. 

  동일한 방법으로 그림 2 와 같이 다른 로봇 작업장 요소들을 

CATIA 모델로 작성한 후 OpenGL 프로그램에서 재조합하거나 

요소 그대로 위치 결정하여 단시간에 실제 로봇 작업장에 고정도

로 일치하는 디테일 컴퓨터 모델을 얻을 수 있다.     

 Fig, 1 3DMAX model and OpenGl model for a link

     Fig, 2 Computer model of robotic workplace 

3. 로봇 작업장 보정 

   로봇 작업장 컴퓨터 모델의 정확도는 앞 장에서 다룬 로봇 

작업장 요소들 자체의 정확도뿐 아니라 로봇 작업장 요소들의 

작업장 내 상대적 위치 정확도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이때 로봇 

작업장 요소 중 정적요소(주로 주변기기)들은 작업장 내 위치․자
세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보정작업이 요구되지만, 로봇과 같은 

동적요소는 기구학 연산에 사용되는 로봇 기구 파라미터 보정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 동안 다양한 로봇 기구 파라미터 보정방법이 제안되었으

나, 본 논문에서 적용한 방법은 별도의 고가 측정 장비가 요구되

지 않는 방법이다. 구체적으로 로봇 작업공간 내 로봇 주변기기 

위에 고정한 직선 자(또는 공작물 자체)를 이용한 보정방법(3)으

로,  기구정수 추정을 위한 로봇 선단의 측정 data 를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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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용 
 시스템

자체 개발 
시스템  OPS-HHR

로봇 작업장의 기하학적 
디테일 3D 모델링 능력    고     저      고

로봇 용도에 따른 전용화  
및 작업장 보정․충돌확인 
알고리즘 적용 가능성

  불가     가      가

프로그램 사용 용이성    고     중      중

시스템 도입∙개발 비용    고     중      저 

로봇, 그리퍼, 주변기기 
모델 DB 구축∙개선 비용    저     고      중

그림 3 좌편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얻는다. 측정 data 를 

이용한 기구 정수 추정작업은 오차함수를 정의하고 최소 자승 

오차법을 적용한 그림 3 우편의 절차로 수행한다. 핸들링 작업의 

경우 로봇 선단부 자세오차 보다는 위치 오차 보정이 실용적으로 

중요하기에 다음식과 같이 추정한 기구정수를 이용한 위치 오차 

보정만을 위한 각 관절의 미소각도 보정값(dΘi)을 적용할 수 

있다.          

                        dΘi = J-1dPn 

        ( J-1: 축소된 3×3 역 행렬; dPn: 위치 지령값과 

             실제 위치값 사이의 오차)

    

Fig, 3 Identification of kinematic parameter error   

  로봇 주변기기들의 로봇 기준계에 대한 위치․자세 오차를 최소

화하기 위하여 적용한 하나의 방법은 로봇 선단부에 고정한 

뾰족한 봉(그림 3 로봇 기구정수 추정 실험시 적용)을 이용하여 

주변기기 상(로봇을 향하는 주변기기 표면) 세 점을 교시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교시의 목적은 기존 teach mode 와 같이 로봇 

작업 프로그램 작성을 위한 작업점 교시가 아니라, 로봇 기준계

에 대한 주변기기 기준좌표계 원점과 자세(4×4 행렬)의 결정이

다. 즉, 주변기기 기준좌표 원점에 해당되는 한 점의 교시값과 

주변기기 기준좌표계 두 직교 축 방향에  대응되는 다른 두 

점의 교시값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로봇에 

대한 주변기기들의 위치․자세 상대오차를 최소화하여 후속되는 

그래픽 화면상의 충돌확인과 경로계획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4. 충돌회피 경로계획과 프로그래밍 시스템 구조 

  초 중량물 핸들링 작업의 경우 움직이는 과정 중 과도한 회전 

관성력을 피하기 위해 통상 핸들링 대상 공작물 자세를 일정하게 

유지(수평)하며 핸들링한다. 또한 핸들링 대상 공작물 자체 

부피가 크기에 핸들링 경로 상 충돌확인 내용은 주로 핸들링 

대상 공작물과 주변기기의 충돌이다. 로봇 자체와 공작물(수평

자세)간 충돌은 상부 암과 공작물 간 각도를 제한하여 비교적 

용이하게 피할 수 있다. 공작물과 주변기기의 충돌은, 먼저 

핸들링 대상 공작물을 각 기둥으로 둘러싸고 로봇 주변기기 

역시 각 기둥으로 모델링한다. 그리고 3차원 작업 공간 내 충돌회

피 문제를 로봇 작업장을 수평으로 자르는 몇 개의 평면(슬라이

스)상 핸들링 대상 물체와 주변기기 사이의 충돌회피 문제로 

단순화할 수 있다. 즉, 이동로봇의 경로계획 알고리즘 중 그래픽 

화면상에서 직관적으로 확인이 용이하고 자유공간이 작은 경우

에 적합한 물체확장 알고리즘(4)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작물 자체는 한 점으로 축소되고 주변 기기들은 공작물에 

의해 확대되며, 충돌회피 경로 계획 문제는 정점을 연결하는 

최단 경로를 찾는 문제로 바뀌게 된다. 또한 이 방법은 충돌 

회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단순히 주변 기기들의 확대정도를 

높이면 되고, 최단 경로는  2차원 투영면상에서 직관적으로 

구할 수 있기에 적용이 용이하다.

  구현한 off-line programming system heavy-duty handling 

robot(OPS-HHR)의 특징은 표 1 과 같으며, 개별 핵심 기능들을 

독립된 모듈로 구현하는 전체 off-line programming system 

구조는 그림 4 와 같다.

 Table 1 Comparison of off-line programming system

      Fig, 4 Structure of off-line programming system   

5. 결론

  본 논문에서 중량물 핸들링로봇용 실용적인 off-line pro-

gramming system 을 제안하였다. 이 시스템의 특징은 로봇 작업

장의 고정도 모델링을 위한 로봇 작업장 요소들의 CATIA 모델 

활용법과 저비용의 단순한 로봇 기구정수 오차 보정법, 로봇 

이용 주변기기 위치․자세 결정법 및 2차원 투영면상의 충돌회피 

경로결정법이다. 로봇 핸들링 작업은 작업점들의 위치․자세 허

용오차가 비교적 크지만, 매우 작은 위치․자세 오차만 허용되는 

정밀 작업의 경우는 off-line programming 과 센서응용 on-line 

보정법을 병행해야한다.

후기

  본 논문은 산업자원부지원으로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초중량물 핸들링 로봇 설계해석 및 제어기술 개발’ 

과제로부터 지원받아 수행한 연구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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