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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산업용 로봇은 공장 자동화를 위해 산업 현장에
서 가공 조립 물류를 사람 대신에 수행하는 로봇이, ,

다 인간이 하기 힘든 작업과 인간보다 몇 배나.

빠른 작업을 산업용 로봇이 수행함으로써 공장에
서 생산성 향상과 제품의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산업 현장에서 산업용 네트워크 시스템(Industry

은 공장 자동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network system)

한 시스템이다 이러한 산업용 네트워크를. Fieldbus

라고 한다 는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 Fieldbus

시간성 안정성 신뢰성 등을 충족시킨다 특히, , .

년대 이후에 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용2000 Ethernet

프로토콜이 등장하여 산업용 네트워크로서 발전
되고 개발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기반 산업. Ethernet

용 네트워크들은 기존 네트워크에 비해 접근이
쉽고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우수한 장점이 있다.

등과 같은 프로토콜ProfiNet, Ethernet/IP, EtherCAT

들은 표준으로 정해져 산업용으로 이미 널리 사용
되고 있다 이 중에 통신 프로토콜을.[1] EtherCAT

산업용 로봇 중에 하나인 병렬 로봇에 적용하려고
한다.

본 논문은 서론을 포함하여 총 장으로 구성되어4

있다 장에서는 병렬 로봇의 구조와 특성에 대해. 2

설명하였다 장에서는 과 을 기. 3 EtherCAT EtherCAT

반으로 병렬 로봇 엑추에이터를 구동하기 위한
시스템에 대해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장에서는. 4

결론과 앞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에 대해 서술하였
다.

병렬로봇2.

산업용 로봇은 구조에 따라 직교 좌표형 로봇,

수평 다관절 로봇 원통 좌표형 로봇 수직 다관절, ,

Fig. 1 Delta Robot Blueprint

로봇 병렬 로봇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병렬 로봇, .

중에 하나인 델타 로봇은 독일의 사와ABB KUKA

사 등에서 국제 특허를 가지고 있었는데 년에2007

만료가 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델타 로봇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델타 로봇은 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Fig 1 .

가 중앙에 부착된 개의 서보 모터를 구동시MCU 3

킨다 그리고 각각 모터가 달리지 않은 관절과 연결.

되어있다 이 관절과 얇은 프레임으로 인해 로봇의.

전체 무게가 가벼워진다 결국 개의 모터로 엔드. 3

이펙터의 위치를 결정하게 된다 엔드이펙터의.[2]

행동 범위는 수직 다관절 로봇보다 좁지만 짧은
거리를 고속으로 움직이는 작업에 유용하며 보다
유연한동작을할수있다 반면에한축이움직이려.

면 개의 모터가 연동작용을 하기 때문에 위치3

계산이 복잡한 단점이 있다.

기반병렬로봇엑추에이터시스템3. EtherCAT

EtherCAT(Ethernet for Control Auto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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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독일의Technology) 사에서 통Beckhoff Ethernet

신 프로토콜을 산업용으로 알맞게 개발한 프로토
콜이다 의 기능적 특징은. EtherCAT Master/Slave

구조이며 의 속도에서 개의 를100Mbps 256 I/O 11us

안에 업데이트할 수 있는 빠른 속도를 가진다 일반.

적인 랜선과 를UTP NIC(Network Interface card)

사용하므로 가격이 낮으며 설치가 쉽다 국제 표준.

인 으로 제정되어ISO/IEC 8802-3 Ethernet frame

있다.[3]

기반 병렬 로봇 엑추에이터 시스템은EtherCAT
와 같으며 병렬 로봇의 모터 제어를 위해 통신Fig 2

프로토콜로 을 사용한 시스템이다EtherCAT .
먼저 를 마스터로써 사용하는데 전용 프로그PC

램인 을 사용한다 이 때 데이터의 형식TwinCAT[4] .
을 에 미리 적용하여 슬레이브 모듈에 다운로XML
드하면 슬레이브 모듈이 미리 데이터의 정보를
알고 데이터를 송수신하게 된다.
저자가 사용할 모터는 사의 상용 서보Rexroth

모터로서 로 통신을 하는 모터이다SERCOS III .
프로토콜이 의 장치를 사용하기EtherCAT SERCOS

위해서는 인터페이스와 통신하기 위한SERCOS
형식을 맞추어 줘야 한다 이 형식을. SERCOS over

라 한다 이 데이터 프레임이 의EtherCAT(SoE) . NIC
송신 단에서 나와 슬레이브 모듈의 수신단으로
들어가 모듈과 데이터를 교환한다 이 때 송수신.
외에 추가적인 지연시간 없이 방식으로on-the-fly
읽고 쓰는 작업을 하므로 지연되는 시간은 수백
정도로 빠른 속도이다 슬레이브 모듈은 수신된ns .
지시 데이터로 엑추에이터를 제어하게 되고 개의, 3
엑추에이터는 연동 작용하여 델타 로봇의 종단을
목표 위치에 도달하게 한다.

결론4.

본 논문에서 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며Ethernet

산업용으로 발전된 통신 프로토콜을 병EtherCAT

렬 로봇 엑추에이터에 적용시킨 시스템 설계에
대해 소개하였다 의 특성이란 저렴한 부품. Ethernet

을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가격 경쟁력 최대,

의 빠른 속도와 안정성을 가지는 고성능100Mbps ,

등의 프로토콜과 통신을CAN, SERCOS, Ethernet

할 수 있는 범용성을 가지는 것이다.

본 논문을 바탕으로 앞으로 해야 할 과제는 다음
과 같다 모터의 기본 설정을 지시할 파라미터와.

교환할 데이터를 위해 을 설계해야할 것이고XML ,

병렬 로봇의 종단 위치 동작을 위한 기구학적 역학,

적 분석과 모터 제어 종단 제어 등이 필요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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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therCAT based Parallel Robot Actuato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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