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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없음.

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제어로봇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의한 제어로봇의 사시도.

제2도는 제1도의 로봇을 도면기호로 나타낸 설명도.

제3도  및  제4도는  제1도에  나타낸  제어로봇에  있어서의  손끝효과기의  부착방식을  나타낸  평면도  및 
측면도.

제5도는 제1도에 나타낸 제어로봇에 있어서의 제어장치의 블록도.

제6도~제8도는 제1도에 나타낸 제어로봇에 있어서의 작업상태의 설명도.

제9도는 본 발명에 따른 힘제어로봇의 제2실시예의 외관을 나타낸 사시도.

제10도는 제9도에 나타낸 힘제어로봇에 손끝효과기를 나타낸 측면도.

제11도는 제9도에 나타낸 힘제어로봇을 모델화한 모델도.

제12도는 제9도에 나타낸 힘제어장치의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

제13a도는 상기 제2실시예의 제1변형예의 손끝효과기를 나타낸 평면도.

제13b도는 제13a도에 나타낸 손끝효과기의 측면도.

제14a도는 상기 제2실시예의 제2변형예의 손끝효과기를 나타낸 평면도.

제14b도는 제14a도에 나타낸 손끝효과기의 측면도.

제14c도는 제14a도에 나타낸 손끝효과기의 정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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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a도는 상기 제2실시예의 제3변형예의 그립퍼를 나타낸 평면도.

제15b도는 제15a도에 나타낸 그립퍼의 측면도.

제16도 내지 제21도는 상기 제2실시예에 있어서의 미는힘의 실험결과를 나타낸 그래프.

제22도는 상기 제2실시예의 제4변형예를 나타낸 힘제어장치를 나타낸 블록도.

제23도는 상기 제2실시예의 제5변형예의 힘제어장치의 일부를 나타낸 블록도.

제24도는 상기 제4변형예의 손끝부를 나타낸 도면.

제25도는 2차원 평면의 워크의 예를 나타낸 사시도.

제26a도는 손끝부를 나타낸 측면도.

제26b도는 워크에 한 롤각이 90° 엇갈려 있는 경우의 손끝부를 나타낸 측면도.

제27도는 워크의 단면형성을 나타낸 측면도.

제28도는 내지 제30도는 실험결과를 나타낸 것.

제28도는 시간과 그라인더를 누르는 힘의 관계를 나타낸 도면.

제29도는 시간과 피치각의 관계를 나타낸 선도.

제30도는 시간과 지석선단부 궤적의 관계를 나타낸 사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로봇  손끝에  연삭이나  연마를  행하기  위한  회전공구를  구비한  손끝효과기를  부착하고 상
기  회전공구를  피가공물의  피가공면에  소정압력으로  밀어부치면서  작업을  행하는  제어로봇에  관한 
것이며,  특히  손끝효과기의  피가공부재로의  미는힘을  검출하고  로봇을  제어하는  힘제어로봇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제어로봇의  일예로서는  로봇  손끝에  스프링이나  댐버를  거쳐서  그라인더등의  손끝효과기를 
설비하고  상기  손끝효과기를  피가공물의  피가공면에  해서  이동시켜  상기  스프링이나  댐퍼작용에 
의해서 회전공구를 일정한 힘으로 피가공물에 밀도록 한 것의 예가 있다.

그러나,  이  종류의  스프링이나  댐퍼로  소위  콤플라이언스(compliance)를  갖게한  제어로봇에서는 공
구의  접촉시등에  큰  제어력이  가해졌을때  로봇에  가해지는  충격력을  완화시키는  것이나  어느  범위의 
힘으로  밀어서  작업을  행하는  것은  가능하나  힘의  조정이  곤란하고  안정된  가공정도를  낼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  손끝효과기의  자중에  의한  밸런스가  잡히지  않는데  기인하여  자세에  따라서는 
미는힘이 변화된다는 문제점도 있었다.

또  다른  종래의  제어로봇의  예로서는  로봇  손끝에  미는  방향등을  제어하는  1개  또는  2개의  축을 부
가시킨것의  예가  있다.  그러나,  이  로봇에서는  새롭게  1개  또는  2개의  제어축을  부가하기  때문에 손
목부가 형화되고 부하중량이 폭으로 증가되고 제어축 수도 증가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  다른  예로서는  로봇  손끝의  미는힘을  검출하기  위하여  6축력  토크센서를  설비하고  그  힘이 목표
하는  힘이  되도록  각축을  제어하는  방법이  다수  연구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로봇에서는 손끝
효과기를  목표하는  힘으로  목표하는  방향으로  밀도록  로봇의  각축을  각각  구동시키므로,  좌표변환이 
복잡하고  계산량이  방 해진다.  또,  자세에  따라서  손끝효과기의  6축력  토크센서에  한  자중보상을 
하기  위한  많은  계산도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계산기의  부담이  폭으로  증가되고  매우  고속의 계
산기가  필요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  이  경우에  로봇의  자세에  따라서  각축의  관성이 폭으
로  변화되는지  로봇  본체의  강성도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정도가  좋은  힘제어를  행하지  않고  한정된 
작업이나 자세밖에 적용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상기와  같이  종래의  제어로봇에서는  정도가  좋은  작업을  할  수  없고,  새로  힘제어를  위한  제어축을 
부가하지  않으면  안되고,  방 한  계산량을  요한다.  또는  어느정도  한정된  작업이나  자세밖에는 적용
될 수 없다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또,  손끝효과기인  그라인더를  피가공물로의  소정의  미는힘으로  임의의  방향으로  밀기  위하여  공구와 
로봇의  손끝부의  사이에  6축력  토크센서가  고착되어  있는  힘제어로봇에  있어서는  이  6축력 토크센서
가 고착되어 있는 힘제어로봇에 있어서는 이  6축력 토크센서에 의해서 검출된 각축 방향의 힘  및 각
축 둘레의 모멘트 또는 이들의 합성력이 소정값이 되도록 힘제어장치가 제어되고 있다.

즉,  검출하고자  하는  방향의  힘  또는  모멘트를  그 로  직접  검출하고,  그  검출된  힘이나  모멘트를 
제어루프에 집어넣음으로써 힘제어나 콤플라이언스제어, 하이브리드제어등을 행하고 있다.

그런데,  상기와  같은  로봇에  있어서는  힘  토크센서는  그  끝에  비교적  중량이  있는  공구를  부착하고 
있기  때문에  공구에  가속도가  작용하면  이  가속도에  의해서  생기는  관성력도  당연히  이  힘 토크센서
에 의해서 검출되게 된다.

또, 힘 토크센서에 의해서 검출되는 힘으로는 미는 힘이나 관성력을 구별하여 검출할 수 없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힘제어로봇의  구성에  있어서는  소끝효과기의  피가공물로의  미는  힘만을 정확하
게 측정하는 것은 곤란하였다.

또,  힘제어등을  행할때에는  종래의  힘  검출방법에  있어서는  피가공물과  접촉될때에도  아암의  구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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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공구의  관성력이나  아암의  진동등에  의한  공구의  관성력을  미는힘과  구별없이  제어계로  피득백 
해버린다.  또,  이  관성력은  제어하려는  미는힘에  해서  동레벨  또는  그  이상의  크기이므로,  무시할 
수 없었다. 가령, 이 관성력을 무시하고 작업을 행하면 피가공물로의 소망하는 작업을 할 수 
없었다.

또,  미소한 공구의 진동이라도 그  관성력을 피드백해 버리기 때문에 더  큰  진동으로 되어 발진의 원
인이 되고 있었다.

따라서,  힘  루프의 게인을 올릴수 없고 응답성이 좋은 제어를 행할 수  없으므로 정도가 높은 가공을 
행할 수 없었다.

또,  상기  공구의  자세에  따라서  공구의  6축력  토크센서에  한  자중보상의  계산도  하지  않으면 안되
었다.

따라서, 계산기의 부담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와  같이  종래의  힘제어로봇에  있어서는  손끝효과기인  공구의  관성력을  검출하기  위하여  공구와 피
가공물간의  정확한  미는힘을  검출할  수  없고,  관성력등을  검출해  버리기  때문에  힘루프의  게인을 높
일 수 없고, 힘제어의 응답성이 나쁘고, 가공을 정도 좋게 행할 수 없다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또, 공구의 6축 토크센서에 한 자중보상계산도 하지 않으면 안되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

다른  문제점으로서  가공작업되는  피가공물의  형상을  알고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피가공물의 법
선방향으로  공구를  밀면서  또한  손끝효과기의  자세를  변화시켜  상시  손끝효과기를  피가공물에 해
서  소정의  자세를  유지하면서  작업을  행할  수  있으나  피가공물의  형상이  사전에  알  수  없는 경우에
는  어떻게  자세를  변화시키면  되는지  로봇은  스스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미지  형상의  피가공물의 가
공에 응할 수 없었다.

또,  피가공물의  형상을  사전에  알  수  없었더라도  그  형상을  로봇에  교시하든지  제어장치에  형상에 
응한  데이타를  입력하는  작업은  피가공물의  형상,  피가공물의  다듬질  형상이  복잡할수록  막 한 

노력을 필요로한다.

한편,  연구단계의  것으로서  특수한  형상의  지석이나  전용의  특수한  힘센서를  공구에  장치하여 미지
의  형상의  피가공물을  연삭하는  로봇이  제안되어  있으나  범용성이  부족하고,  일반적  그라인더 작업
에  적용시킬  수  없다.  또,  특수한  형상의  지석이나  전용의  특수한  힘센서를  공구에  장치하고 있으므
로 원가가 비싸다.

즉,  종래의  힘제어로봇  및  힘제어장치에  있어서는  미지의  형상의  피가공부재에  적용시킬  수  없고, 
이 피가공부재의 형상을 로봇에 교시하든지 입력하는데 막 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  연구단계의  것으로서  미지의  형상의  피가공부재를  연삭하는  로봇이  제안되어  있으나  범용성이 
부족하고 일반적 그라인더 작업을 적용시킬 수 없다. 또 원가적으로도 비싸다는 문제가 있다.

본  발명은  상술한  바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행해진  것이며  그  목적은  구조가  간단하고 
제어가 용이하고 복잡한 그라인더 작업도 정도 좋게 행할 수 있는 제어로봇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손끝효과기의  피가공물로의  미는힘을  정확하게  검출하여  힘제어등의 응답성
을  향상시킬  수  있고  가공정도를  향상시킬  수  있고  계산기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힘제어로봇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사전에  피가공부재의  형상을  로봇에  교시할  필요가  없고  미지의  형상의 피
가공부재에  해서도  피가공부재의  법선방향으로  밀면서,  또한  손끝효과기의  자세를  변화시켜  상시 
손끝효과기를  피가공부재에  해서  소정의  자세를  유지하면서  작업할  수  있고  통상의  공구나 일반적
인 센서를 사용하여 작업을 행할 수 있는 힘제어로봇을 제공하는 것이다.

상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제1의  특징은  로봇  손끝에  연삭이나  연마를  행하는 회전공구
를  구비한  손끝효과기를  부착하여  상기  손끝효과기를  피가공물의  피가공면에  밀면서  그라인더 작업
을  행하는  제어로봇에  있어서  상기  로봇  손끝의  자세를  제어하는  자세축과  상기  회전공구의 회전축
이  상이한  축위에  배치되는  동시에  상기  회전공구의  미는  방향에  상기  자세축의  회전방향과  략 일
치하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  상기  제어로봇은  전체  로봇  제어축에  해서  얻어진  교시데이타를  그라인더  작업시에 재생가능
한  로봇  제어장치와  그라인더  작업시에  상기  자세축중의  1개의  자세축을  구동하여  상기  회전공구의 
미는힘을  제어하는  그라인더  제어장치를  갖고,  그라인더  작업시에는  상기  자세축중의  1개의 자세축
의 구동은 상기 로봇 제어장치측에서 상기 그라안더 제어장치측으로 절환되어 제어되고 있다.

상기  제어로봇에  있어서는  로봇  손끝의  자세를  제어하는  자세축이  회전공구의  회전축과  일치되지 않
도록  구성하였으므로,  이  자세축을  토크(T)로  제어함으로써  로봇에  새로운  축을  부여할  필요가 없어
진다.  또,  자세축의  회전방향과  회전공구의  미는  방향이  략  일치되도록  구성해도  같은  효과가 얻
어진다.  또,  상기  회전공구의  미는힘(F)을  자세축  중심으로부터  공구의  가공점등의  거리를  r로  하고 
T=Fㆍr의 관계로 제어할 수 있다.

이때에  상기  자세축을  포함시켜  로봇  전체축을  구동시켜  피가공면위의  교시점에  해서 교시데이타
를  얻어놓고  그라인더  작업에  해서는  상기  자세축중의  1개의  자세축을  토크제어에  사용하도록 하
면  교시작업의  재생에  의해서  공구의  가공점을  공구궤적위에  이동시키면서  상기  자세축의 토크제어
에 의해서 상기 공구를 상기 피가공물에 해서 알맞게 제어할 수 있다.

또,  스프링이나  카운터  웨이트등에  의해서  회전공구를  자세축에  해서  중량적으로  밸런스시켜 놓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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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공구자세에 의한 보정을 필요로 하지 않고 공구자세에 의해서 미는힘이 변화되는 일도 없다.

단,  여기서의  자세축의  토크제어는  위치제어와  절환되어  사용되는  토크제어  또는  일반적인 콤플라인
언스 제어나 소위 하이브리드 제어에 의한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본  발명의  제2의  특징은  로봇의  손끝부에  부착되어서  손끝효과기의  피가공부재로의  미는힘을 검출하
여  이  검출수단에  의해서  검출된  미는힘이  목표하는  미는힘이  되도록  로봇을  제어하는 힘제어로봇으
로  하고  상기  손끝효과기에  부여된  미는힘의  반력을  검출수단으로  검출하고,  이  검출수단의 검출위
치가  상기  손끝효과기의  중심과  겹쳐져  외견상  검출수단의  반력검출위치를  손끝효과기의 중력중심으
로  이동시켜  상기  손끝효과기의  중력중심으로  이동시켜  상기  손끝효과기의  중력중심  둘레의 모멘트
를  구하여  이  중력중심  둘레의  모멘트로부터  손끝효과기의  피가공부재로의  미는힘을  연산하는 연산
수단을 설비한 것이다.

상기  힘제어로봇에  있어서는  연산수단에  의해서  검출된  손끝효과기의  중력중심  둘레의  모멘트로부터 
손끝효과기의 피가공부재로의 정확한 미는힘이 검출된다.

손끝효과기는  피가공부재에  해서  일정한  자세로  일정한  방향으로  미는  경우가  많고,  또 피가공부
재와 접촉하는 부분도 략 결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때문에  손끝효과기의  피가공부재로의  미는힘을  F라고  하면,  검출수단에  의해서  검출되는 손끝효과
기의 중력중심 둘레의 모멘트(MC)와 중력중심으로부터의 수직거리(r)를 사용하여

F=MC/r…………………………………………………………………(1)

에 의해서 산출할 수 있다.

또,  미는힘을  제어하기  위하여  손끝효과기에  관성력이  작용하는  경우에도  즉,  손끝효과기의  미는 방
향으로  가속도(α)가  생긴  경우에도  그에  의해서  생기는  관성력(mα)(m는  손끝효과기의  중량)은 중
력중심 둘레의 모멘트(MC)에는 전혀 검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관성력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정확한  미는힘을  검출할  수  있으므로,  검출된  미는힘에 준하
여 손끝효과기를 피가공부재로 밀 수 있다.

따라서, 힘제어등의 응답성이 좋고 정도가 좋은 힘제어로봇을 제공할 수 있다.

또,  손끝효과기의  중력중심  둘레의 모멘트(MC )로  검출하고  있으므로  로봇의  자세등이  변화해도 그것

에 의한 손끝효과기의 자중의 영향은 생기지 않으므로 자중보상의 연산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본  발명의  제3의  특징인  손끝부에  부착된  손끝효과기의  피가공부재로의  미는힘을  검출하여  이 검출
된  미는힘이  목표하는  미는힘이  되도록  제어하는  힘제어로봇으로  하고,  상기  손끝효과기에  부여된 
미는힘의  반력을  검출하는  검출수단의  검출결과로부터  상기  손끝효과기의  중력중심  둘레의  모멘트를 
구하여  이  중력중심  둘레의  모멘트로부터  상기  미는힘의  반력을  구하여  상기  검출수단의  결과를 보
정하는 보정수단을 설비한 것이다.

또,  상기  보정수단이  손끝효과기에  카운터  웨이트를  부착함으로써  손끝효과기의  중력중심  위치와 상
기 검출수단의 검출위치를 일치시키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보정수단에  의해서  손끝효과기의  피가공부재로의  미는힘을  구하여  검출수단의  결과를 보정
한다.

이에  의해서  정확한  미는힘을  검출할  수  있으므로,  검출된  미는힘에  준하여  손끝효과기를 피가공부
재로 밀 수 있다.

또, 카운터 웨이트를 손끝효과기에 부착시킴으로써 검출된 손끝효과기의 누루는 힘을 보정한다.

본  발명의  제4의  특징은  로봇의  손끝부에  부착된  손끝효과기의  피가공부재로의  미는힘을  검출하여 
검출된  미는힘이  목표하는  미는힘이  되도록  로봇을  제어하는  제어장치이며,  상기  손끝효과기에 부여
된  미는힘의  반력을  검출수단으로  검출하고,  이  검출수단의  결과가  소정값에  해서  변화되지 않도
록  손끝효과기의  자세를  변화시키는  자세변화수단과,  상기  손끝효과기가  고정된  방향으로  상기 손끝
효과기를 밀거나 이동이 행해지는 구동수단을 설비한 것이다.

또,  상기  손끝효과기의  자세제어의  회전중심이  상기  손끝효과기와  피가공부재의  접촉점  부근에  두고 
있는 것이다.

즉,  검출수단의  검출결과가  소정값에  해서  변화되지  않도록  손끝효과기의  자세가  자세변화수단에 
의해서 변화된다.

또, 손끝효과기가 고정된 방향으로 구동수단에 의해서 피가공부재를 밀거나 이동이 행해진다.

또,  손끝효과기의  자세제어의  회전중심을  손끝효과기와  피가공부재의  접촉부  부근에  두었으므로  이 
접촉부 부근을 중심으로 자세가 제어된다.

본  발명의  제5의  특징은  로봇의  손끝부에  부착된  손끝효과기의  피가공부재로의  미는힘을  검출하고 
검출된  미는힘이  목표하는  미는힘이  되도록  로봇을  제어하는  힘제어장치이며,  상기  손끝효과기의 이
동궤적으로  피가공부재의  형상을  기억하는  피가공부재  형상  기억수단과,  상기  피가공부재의  다듬질 
형상을  기억하는  다듬질  형상  기억수단과,  상기  피가공부재  형상  기억수단과  상기  다듬질  형성 기억
수단에  기억되어  있는  형상으로  손끝효과기의  목료위치와  목표자세를  연산하는  연산수단을  구비한 
것이다.

즉,  피가공부재  형상  기억수단에  손끝효과기의  이동궤적으로  피가공부재의  형상이  기억된다.  또,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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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부재의  다듬질  형상은  다듬질  형상  기억수단에  기억된다.  이들의  피가공부재  형상  기억수단과 
다듬질  형상  기억수단에  기억되어  있는  형상으로  손끝효과기의  목표위치와  목표자세가  연산수단에 
의해서  연산된다.  힘제어로봇에  있어서  피가공부재에  가공을  행할  때에  손끝효과기의  미는  방향이나 
이동방향,  피가공부재에  한  자세는  거의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들면  디스크 그라인더(앵
글  그라인더)에  의한  연삭작업에서는  미는  방향은  피가공부재의  법선방향,  이동방향은  접선방향이고 
피가공부재에  한  손끝효과기의  자세에  해서는  피치각은  20°~30°,  롤각은  90°이다.  따라서, 
작업을  행하는  경우에  주지의  피가공부재에  해서  상기  제2  및  제3의  특징의  힘제어장치로  로봇의 
방향자세의 제어를 행한다.

그러나, 미지의 피가공부재의 형상에 해서는 방향, 자세들을 결정할 수 없다.

그리하여  상기  제4의  특징의  힘제어장치로  로봇을  제어한다.  즉,  손끝효과기의  미는  방향이나 이동
방향을  피가공부재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손끝효과기에  해서  결정하고  있다.  즉, 손끝
효과기에  해서  상시  일정방향으로  밀고  그  직각방향으로  손끝효과기를  보냄으로써  피가공부재에 
추종되게 로봇을 제어한다.

그런데,  상기만으로는  미지의  형상의  피가공부재에  해서  적극적으로  자세를  변화시켜서 손끝효과
기의 피가공부재에 한 자세를 유지할 수는 없다.

그런데,  상기  제5의  특징의  힘제어장치에  있어서는  예를들면  손끝효과기에  해서  상시 일정방향으
로  밀지만  그  미는  방향이  피가공부재의  법선과  일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  미는  방향의 직각방향으
로  손끝효과기를  보낸  경우에  미는힘이나  밀음으로써  생기는  모멘트는  법선과  일치되어  있는  경우에 
비해서  크게  변화한다.  역으로  법선과  일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는힘이나  밀음으로써  생기는 모멘
트는 별로 변화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변화를  검출하여  그  변화가  없어지도록  손끝효과기의  자세를  변화시킴으로써  미는 방향
과 피가공부재의 법선과 일치시킬 수 있다.

또,  상시  그  변화가  없어지도록  손끝효과기의  자세를  변화시킬  수  있으면  피가공부재의  형상이 3차
원  곡면과  같은  경우에도  피가공부재에  한  손끝효과기의  자세를  유지할  수  있다.  사전에 피가공부
재의  형상을  교시하지  않고  일정한  미는힘으로  자세를  변화시키면서  피가공부재에  추종시킬  수 

있다.

또,  미지의  피가공부재를  추종했을때의  데이타를  기억해  놓음으로써  피가공부재의  형성을  인식할  수 
있다. 또, 그 피가공부재를 임의의 형상으로 다듬질 할 수 있다.

본  발명의  기타  목적들,  특징들  및  이점들은  첨부도면을  참조한  다음  실시예  설명으로  명백해질 것
이다.

제1도는  본  발명을  실시한  원통  좌표형의  6축  제어로봇의  사시도이다.  제2도는  제1도를  도면기호로 
표시한 설명도이다.

도면에서  본  예의  제어로봇(1)은  6축(θ,  Z,  R,  α,  γ,  β)을  구비하고  있다.  그리고,  그  선단에 
위치하는  3축(α,  γ,  β)는  제어로봇(1)의  자세축으로서  가능하다.  또,  3축(α,  γ,  β)는 제어로
봇(1)의 자세를 제어하기 위한 것이므로 직동축이 아니고 회전축이 선택되어 있다.

또,  본  실시예에서는  이들  3축중의  로봇  손끝의  자세를  제어하는  손끝  자세축(β)의 회전공구(지
석)(2)의  회전축과  일치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손끝  자세축  β의  회전방향과  회전공구(지석)(2)의 
피가공물에  한  미는  방향을  일치시키고,  또한,  6축력  토크센서(3)를  거치도록 그라인더(손끝효과
기)(4)를 부착하고 있다.

상세하게는  상기  제어로봇(1)은  원통  좌표형의  기본  3축(α,  Z,  R)을  갖고,  그  선단에 제1회전축(아
암의 회전축) α와 스윙축(γ)와 제2회전축(손끝 자세축)(β)를 갖고 손끝에 위치하는 
제2회전축(β)는  그라인더(4)가  공구(2)의  미는  방향을  회전축(β)의  회전방향과  일치시켜서 부착되
어  있다.  또  그라인더(4)는  스프링이나  카운터  웨이트등  적의의  수단에  의해서  공구(2)와의  중량적 
밸런스가 취해져 있다.

따라서,  그라인더  로봇(1)은  기본  3축(θ,  Z,  R)의  구동에  의해서  그  선단을  임의의  공간위치로 이
동시킬  수  있다.  또,  상기  기본  3축(θ,  Z,  R)의  동작에  수반되어  그  선단에  부착된  3축(α,  γ, 
β)를  구동함으로써  그라인더(4)를  임의의  위치로  이동시켜  임의의  자세로  보지할  수  있다. 이것만
으로  제2의  회전축(β)는  그라인더(4)의  위치  및  자세의  제어를  위한  로봇  제어부재의  일부를 구성
하는 것이다.

제3도 및 제4도에 로봇 손끝에 부착한 그라인더(4)의 평면도 및 측면도를 나타냈다.

도시한  바와  같이  그라인더(4)는  β축  둘레에  그라인더  중심점(그라인더(4)이  중량  중심)(0)을 중심
으로하여  회전하도록  센서(3)을  거쳐서  β축에  부착되고  지석(2)의  가공점(P)을  피가공물(W)에 하
여  미는  방향이  β축의  회전방향과  일치되도록  그  부착자세가  정해져  있다.  또,  축  β는  지석(2)의 
회전축(X)에서 90° 경사지게 배치되어 있다.

제3도  및  제4도에  나타낸  상태로  그라인더  작업을  행할때에  그라인더  중심점(O)은  피가공물(W)의 피
가공면과  평행인  이동궤적(L)에  따러서  이동된다.  이때에  그라인더  중심점(O)에서  가공점(O)까지의 
거리를  r  라고  하고,  β축  둘레의  토크를  T,  피가공물(W)로의  미는힘을  F라고  하면  T=Fㆍr의  관계가 
성립된다.  또,  축(β)와  회전축(X)이  다른  축위에  배치되어  있으면  반드시  r이  존재하므로,  상기 
T=Fㆍr에 의해서 피가공물(W)로의 가공을 확실하게 행할 수 있게 된다.

제4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지석(2)가  디스크  그라인더일  경우에는  β축의  회전에  의한  지석(2)의 미
는  방향과  피가공물(W)의  수직방향을  완전하게  일치시키는  것을  구성상  곤란하지만  이것은  연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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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하게 보정할 수 있으므로 작업 자체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은 없다.

제5도는 제1도에 나타낸 제어로봇의 제어장치의 일실시예를 나타낸 블록도이다.

도면에서  본  예의  그라인더  로봇(1)의  제어장치(5)는  교시제어반(6)  및  로봇위치  맞춤장치(7)로  된 
로봇 제어장치(8)와, 그라인더 제어장치(9)로 된다.

로봇  제어장치(8)는  교시제어반(6)으로  교시되고  교시데이타  기억부(7A)에  기억된  교시데이타를 사
용하여  각축에  응하는  6개의 서보모터(Mθ , MZ , MR , Mα , Mγ , Mβ )를  구동하는  구성이다.  각 서보모

터에는 각축위치를 검출하기 위한 로터리 엔코더(E)가 부속되어 있다. 속도검출기도 적의 설비된다.

로봇위치  맞춤장치(7)과  제2의  전축(손끝  자세축)  β를  구성하는  서보모터(Mβ와의  사이에는  스위치 
회로(10)이 설비되어 있다.

한편,  상기  그라인더  제어장치(9)에는  상기  6축력  토크센서(3)와  상기  스위치회로(10)가  접속되어 
있다.

상기  스위치회로(10)는  교시시에는  상기 모터(Mβ )를  로봇위치  맞춤장치(7)측에  접속하고,  그라인더 

제어장치(9)측으로 접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예의  제어장치(5)에서는  교시시에  6축(θ,  Z,  R,  α,  γ,  β)를  사용하여  통상시와  같은 
교시작업을  행할  수  있고,  교시데이타를  기억부(7A)로  기억시켜  재생시킬  수  있다.  또,  그라인더 작
업시에는 모터(Mβ )를  그라인더  제어장치(9)측으로  절환하여  후술하는  것과  같이  토크제어를  행할  수 

있다.

토크제어의  일예를  나타내면  6축력  토크센서(3)의  검출치중  소요성분을  사용하여 모터(Mβ )의 전류제

어를  행함으로써  제4도에  나타낸  상태로  β축  둘레의  토크(T)를  일정  토크로  하는  방법이  있다. 그
러나,  일정  토크만의  제어로는  충분한  가공정도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가공점(P)의  예정 위
치에 한 편차거리에 비례한 토크를 발생하는 콤플 라이언스 제어를 행하여도 좋다.

또,  위치의  임계치를  갖추고  임계치내에서는  일정  토크로  하고,  이  임계치를  초과한  경우에  한해서 
상기의  콤플  라이언스  제어로  이행시키도록  해도  좋다.  또다른  하이브리드  제어를  행하도록  해도 좋
다.

제6도는 제1도에 나타낸 제어로봇에 있어서의 거스러미(bur)따기 또는 모따기 작업의 설명도이다.

도시한  바와  같이  거스러미따기  또는  모따기  작업은  지석(2)을  이  작업에  적합한  형상의  지석(2A)과 
교환함으로써  용이하게  응할  수  있다.  도시한  예에서는  지석(2A)은  작은  원통형상으로  만들고 역
시  회전축(X)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원통면을  가공할  피가공물(W)의  모서리부에  닿게  하도록  되어 있
다.

도시한  것과  같은  지석(2A)을  사용하면  β축의  회전에  의한  지석(2A)의  미는  방향과  피가공물(W)로 
밀방향을  거의  일치시킬  수  있다.  또,  축  β와  회전축(X)이  다르게  배치할  수  있다.  또,  이 도면에
서 지석(2A)의 진행방향은 지면에 해서 수직방향으로 되어 있다.

또,  제7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피작업물(W)의  가공면이  곡면인  경우에는  그라인더  중심점(O)이 곡면
에  다른  궤적(L)위를  이동하도록  로봇  제어장치(8)를  작동시키고  β축을  상기와  같이  토크  제어하면 
된다.

또,  제8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피가공물(W)를  임의의  형상으로  연삭하려는  경우에는 공구기준점(O)
이  지나가는  궤적을  목적형상을  평행  이동시킨  궤적(600)으로  하고,  또  그라인더(4)가 피가공물(W)
에  하여  목적하는  자세가  되도록  β축을  제외한  다른  축을  위치  및  속도제어하고  β축에  해서는 
자세를  정하는  각도에  해서  예를들면  콤플  라이언스  제어를  행함으로써  피가공물(W)을  임의의 형
상으로  다듬질  할  수  있다.  또는  자세를  정하는  각도에  해서  어느  각도가  될때까지는  토크제어를 
행하고  그후에는  피가공물(W)을  필요이상  연삭하지  않게  위치제어를  행하고  각도에  의해서 위치제어
와 토크제어의 절환을 행하게 하여도 된다.

이상,  제1실시예의  그라인더  로봇에서는  토크제어를  행하고  있는  축은  선단의  1축  분만으로  자세에 
따라서  제어축,  즉  β축의  관성이나  강성은  바뀌지  않으므로  상시  동일  조건으로  토크제어할  수 있
다.  또,  β축은  손끝  자세축이고  기본  3축등과  비교하여도  관성은  작고  고유진동수도  높기  때문에 
응답성이  좋아져  위치  및  속도제어하고  있는  다른축이  다소  진동적이라도  피가공물에  해서  충분히 
추종시킬 수 있다. 따라서 그라인더 작업을 행한 경우에도 정도 좋은 작업이 가능하게 된다.

또,  모든  제어축이나  많은  제어축에  해서  힘제어나  콤플  라이언스  제어를  행하는  경우에  비해서 1
축분뿐이므로  고도한  제어를  행한  경우에도  복잡,  량의  계산을  필요로  하지  않고,  계산량도 폭
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상기  제1실시예에서는  토크센서로서  6축력  토크센서(3)를  사용하였으나  가공방향외로  과 한  힘이 
가해지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β축의  토크만을  검출하는  토크센서를  구비하면  된다.  이 경
우에 1축분 센서이기 때문에 손끝부를 소형화 할  수  있는 동시에 관절내에 수납할 수도 충분히 가능
하다. 원가도 폭으로 저하시킬 수 있다.

또,  본  제1실시예에서는  β축과  그라인더(4)와의  사이에  발명을  적용시킨  경우를  설명하였으나 α축
과 그라인더(4) 또는 γ축과 그라인더(4)와의 사이에 같은 구성을 적용시킬 수동 있다.

또,  상기  실시예에서는  가공시의  토크를  토크  센서로  직접적으로  검출했으나  그라인더(4)의  전류치, 
지석(2)의  회전수  또는  회전축의  구동  모터의  전류치등에  의해서도  간접적으로  토크치를  검출할 수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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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상기  실시예에서는  기본  3축(θ,  Z,  R)을  갖는  원통  좌표형  로봇에  해서의  적용예를  나타내고 
있으나, 특히 그럴 필요는 없고, 직교좌표형, 극좌표형, 다관절형의 로봇으로 적용시킬 수도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제1실시예에  의하면  구조가  간단하고  제어용이하고  복잡한  그라인드  작업이라도 정
도 좋게 행할 수 있다.

다음에 본 발명에 의한 힘제어로봇의 제2실시예에 해서 설명하겠다.

제9도는  제2실시예의  힘제어로봇(21)을  나타내고  있다.  이  힘제어로봇(21)은  6축을  갖고  있다.  이 
힘제어로봇(21)의  손끝부(23)에는  손끝효과기로서  그라인더(25)가  부착되어  있다.  이 그라인더(25)
는 피가공부재인 피가공물(27)(제10도 참조)을 연삭 가공한다.

이  힘제어로봇(21)의  아암(29)의  단부와  그라인더(25)의  사이에는  6출력  센서(31)가  배치되어  있고, 
이  6출력  센서(31)과  그라인더(25)와의  사이에는  그라인더(25)의  고주파의  진동을  차단하기  위한 고
무 댐퍼(33)가 배치되어 있다. :

제10도에  나타낸  것과  같이,  손끝부(23)의  그라인더(25)는  원판상  지석(35)을  모터(37)로  회전시켜 
피작업물(27)의  표면을  연삭한다.  이  지석은  피가공물(27)의  표면에  해서  소정  각도로  경사되어 
이  피가공물(27)의  표면  위를  이동한다.  또,  제10도에  있어서,  피가공물(27)의  표면에  따른  좌표계 
ΣC (피작업물(27)의 법선방향(ZC ),  그라인더 이송방향(XC ),  그라인더 횡방향(YC ))  센서  좌표계들 (Σ

C , ΣS )를  그라인더의  중력  중심에  평행  이동시킨  그라인더 좌표계들(ΣG )를  설정한다.  또, 제10도에

서 OG 는  그라인더(25)의  중력중심을  나타내고  지석과  피가공물  표면과의  맞닿는  부분으로부터 중력

중심(OG)까지의 거리를 r라고 한다.

피가공물(27)의  표면에  그라인더  작업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피가공물(27)에  해서 법선(ZC)방

향으로  민다.  또,  피가공물(27)에  해서  그라인더(25)는  일정한  접촉각을  보지하면선  작업을 행한
다.

따라서,  그라인더(25)의  미는 반력(FCZ )와  센서(31)에  의해서  검출되는 중심(OC )  둘레(이  경우 YG )의 

모멘트(MGY) 및 그라인더(25)의 중력중심(OC)에서 FCZ까지의 수직거리(r)와의 관계는

MGY=FCZ×r………………………………………………(2)

로  된다.  식(2)로  중력중심(OG)  둘레의 모멘트(MGY )를  검출함으로써  그라인더(25)의 피가공물(27)로

의 미는힘의 반력(FCZ)를 계측할 수 있다.

다음에  힘제어  로봇(21)에  제어되는  힘제어장치(39)에  해서  설명하겠다.  제12도는  힘제어 장치
(39)의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이다.

힘제어장치(39)는  컴퓨터(41)에서  그라인더(25)의  피작업물(27)로의  목표하는  미는  힘이  입력도어서 
이  목표  미는  힘을  후술하는  구동용  좌표변환기로  출력하는  목표하는  미는  힘  출력부(43)과 조이스
틱  등의  조작부(45)로부터  목표위치가  입력되어서  이  목표자세위치를  출력하는  목표자세 위치출력부
(51)이 설비되어 있다.

또,  힘제어장치(39)에는  목표  미는힘  출력부(43)으로부터  목표하는  미는  출력신호가  입력되고, 목표
위치  출력부(47)로부터  목표위치신호가  입력되고,  목표자세  위치출력부(51)로부터는  목표자세 위치
신호와  각각  입력되어서 목표각도(θid )가  서보  드라이브,  모터로  출력되는  좌변변환기(53)가 설비되

었다.

또,  6출력  센서(31)에  의해서  검출된  6축방향의  힘신호로부터  그라인더(25)의  중력  중심둘레의 모멘
트를  구하고  또  중력  중심둘레의  모멘트로부터  소정의  미는  힘이  추력되는  좌표변환기(55)가 설비되
어 있다.

그라인더(25)의  중력중심둘레의  모멘트를  검출하기  위하여는  6출력센서(31)의 원점(OS )와 그라인더

(25)의 중력중심(OG )와의  각축방향의  오프세트와  센서에  의해서  검출할  수  있는  각축  방향의  힘과 

각축  둘레의  모멘트를  사용하여  좌표변환기(55)에  의해서  좌표변환함으로써  센서의  원점을  외관상 
그라인더의  중력중심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이경우에 중력중심(OG )  둘레의 모메트(MGY )는 MSY , FSZ , 

FSX, ZGS, XGS에 의해서

MGY=MSY+FSZㆍXGS-FSXㆍZGS………………………………………………(3)

로 표시된다.  또, MSY , FSZ , FSX는  센서좌표계에서의 Y축 둘레의 모멘트,  Z,  X방향의 힘, ZGS , XGS는 센

서  원점과  그라인더(25)의 중력중심(OG )의  각축  방향의  거리를  나타내고  있다.  또,  부호도  좌표계를 

취하는 방법에 따라서 변화된다.

또, 다른 축 둘레의 모멘도 마찬가지로 행하여

MGX=MSX+FSYㆍZGS-FSZㆍYGS…………………………………(4)

MGZ=MSZ+FSXㆍYGS-FSYㆍXGS…………………………………(5)

에 의해서 구할 수 있다.

피가공물(27)의  법선  방향에  일정한  미는  힘으로  밀고  피가공물(27)의  표면을  균일하게  연마하는 경
우에  그라인더(25)는  피가공물(27)의  법선방향으로  일정한  힘으로  밀고  표면에  따른  방향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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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면 된다.

피가공물(27)의  표면에  따른  피가공물 좌표계(ΣC )를  설정하고,  힘  토크  센서에  의해서  검출된 피가

공물(27)의  법선방향의 미는힘(FCZ )의  목표하는  미는힘  출력부(43)에서  출력된  목표하는  미는 힘

(Fczd)이 되게 ZC방향으로 목표위치(Zcd)를 부여한다. 즉,

Zcd(n)=Kf(Fczd-Fcz)+Zcd(n-1)…………………………………(6)

로  표시된다.  또, Zcd (n-1)는  1샘플링전의  목표위치이다.  당연히  여기서의 Fcz 는  그라인더(25)의 중력

중심(OG) 둘레의 작용하는 모멘트로부터 검출하고 있다.

피가공물(27)의  따른 방향(XC , YC )에  해서는  조이스틱이나  계산에  의해서  또  그라인더의 자세(αC , 

βC, γC)에 해서는 피가공물(27)의 표면에 일정한 각도를 보지하도록 목표위치를 부여한다.

따라서  검출되는  미는  힘이  목표하는  미는  힘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피가공물(27)쪽으로  더  목표 
위치가 주어져 목표하는 미는 힘이 되도록까지 피가공물쪽으로 밀게된다.

이러는  동안  다른  방향에  해서는  위치제어가  행해지고  있고,  그라인더(25)는  미는  방향으로  병진 
이동된다.

피가공물(27)의  표면에  따른 목표위치(Xcd , Ycd )를  고정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위치를  보지한  상태에서 

밀  수  있다.  또,  차례로  적당하게 계산기나 조이스틱에 의해서 목표위치(Xcd , Ycd )를  부여함으로써 피

가공물(27)의 표면에 임의의 이송속도로 그라인더(25)를 진행시킬 수 있다.

또,  그라인더(25)의  자세의  목표치 αcd , βcd , γcd 에  해서는  피가공물에  해서  일정하게 보지되도

록 목표 위치를 부여한다.  평탄이면 αcd , βcd , γcd 는  일정하고 곡면의 경우에는 그  곡면에 따른 α

cd, βcd, γcd를 변화 시킨다.

예를  들면,  메뉴얼로의  그라인더  작업시에는  조이스틱의  좌표축을  피가공물  표면에  따른  피가공물의 
좌표계에  응시킴으로써  여러가지  경사에  해서도  조이스틱의  2차원적인  조작만으로  피가공물에 
해서 일정한 힘으로 밀면서 작업을 행할수 있다.

또,  자동연삭시에는  피가공물(27)의  표면  위의 궤도(Xc , Yc )를  작성해놓음으로써  자동적으로  임의의 

영역을 연삭할 수 있다.

다음에  본  제2실시예의  작용에  해서  설명하겠다.  컴퓨터(41)에서  목표하는  미는  힘이  목표  미는 
힘  출력부(43)로  출력된다.  목표  미는  힘  출력부에서  출력된  목표하는  미는 힘(Fczd )은  가산기에 의

해서  좌표변환기(55)에서  출력되는  미는  힘에  의해서  좌표변환기(55)에서  출력되는  미는  힘의 반력
(Fcz )과  비교된다.  이때에 반력(Fcz )와  모표하는  미는 힘(Fczd )에  차가  있는  경우에는  이  차를 없애도

록 목표위치(Zcd)를 변화 시킨다.

이  경우에  좌표변환기(55)내에는  5축력  센서(31)로부터의  출력,  즉  검출된 중력중심(OG )  둘레의 모

멘트가  입력된다.  이  중력 중심(OG )  둘레의  모멘트를  검출하기  위해서는  6축력  센서(31)의 원점(OS)

와  그라인더(25)의  중력중심과의  각축방향의  오프세트와  6축력  센서(31)에  의해서  검출되는  각 축방
향의  힘과  각축둘레의  모멘트를  사용하여  상술한  식(3)~(5)에  의해서  좌표변환한다.  이에  의해서 6
축력 센서(31)의 원점을 외관상 그라인더(25)의 중력중심(OG)로 이동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그라인더(25)를  피가공물(27)로의  목표하는  미는  힘으로  밀어  가공하도록  미는  힘이 구동
용  좌표변환기(53)으로  출력된다.  이  목표하는  힘에  준하여  서보드라이브가  도시하지  않는  관절 구
동기구의 모터를 작동시켜 그라인더(25)를 피가공물(27)로 민다.

따라서,  그라인더(25)의  파가공물(27)로의  미는  힘을  목표하는  미는  힘으로  밀  수  있고,  힘 제어등
의  응답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  그라인더(25)에  의한  피가공물(27)의  가공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본  제2실시예의  실험결과에  해서  제16도  및  제17도를  사용하여  설명하겠다.  힘의  검출방법이 다름
에 의한 관성력의 검출의 영향을 조사했다.

제16도는  제10도에  나타낸  힘  제어로봇을  사용하여  비접촉상태로  단지  상하축의  속도입력에 스텝입
력을 부여했을 때의 6출력 센서(31)에 의해서 검출한 미는 힘 방향의 반력(Fcz)을 나타낸 도면이다.

이때문에  비접촉이므로  그라인더(25)에는  미는  힘은  작용하지  않으나  상하방향의  속도  스텝입력에 
의해서  그라인더(25)의  관성력이  생겨있다.  제16도는  상하축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그 로  검출한 
경우이다.  당연히  이  경우에는  상하축  방향의  힘을  그 로  검출하고  있으므로  속도  스텝  입력에 의
해서 그라인더(25)의 관성력을 검출해 버리고 있다.

실제로는  그라인더  작업의  경우에는  1~2㎏  정도의  미는  힘을  제어하려고  하고있는데  해서  훨씬  큰 
관성력을 검출해버리고 있다.

제17도는  센서의  원점  둘레에  작용하는  모멘트로부터  미는  힘을  검출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제17
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센서의 원점(OS )와  그라인더의 중심(OG )는  엇갈려있으므로  이  엇갈림에 의해

서 생기는 회전관성력을 약간 검출하고 있으나 제16도에 비해서 관성력의 영향은 적다.

또,  본  제2실시예에  의하면  제18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센서의  원점과  그라인더(25)의  중력중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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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시키고 있으므로 관성력의 영향을 받고있지 않다.

제18도는  후술하는  바와  같은  카운터  웨이트(37)(제13도  참조)를  사용하지  않고  그라인더(5)의  중력 
중심(OG )  둘레의  모멘트를  식(3)에  의해서  검출한  결과이다.  이  경우에는  관성력의  영향은  받지않고 

있으나 카운터웨이트를 부착하고있지 않으므로, 그라인더부의 중량이 폭으로 가볍다.

제20도와  제21도는  제16도와  제18도의  경우의  검출방법으로  미는  힘을  검출하고  그  미는  힘이 목표
하는  미는  힘이  되도록  중력중심을  병진  이동시킴으로써  힘  제어를  행하여  그라인더  작업을  행한 결
과이다.  하방향으로  1㎏으로  밀도록  비접촉상태로부터  접촉하여  1㎏이  되도록까지의  미는  힘을 비교
한  도면이다.  모두가  발진하지  않는  정도까지  힘의  게인을  올렸으나  약  10배  정도  제21도  쪽이 
높다.  명백하게  제21도  쪽이  응답성이  좋은  것을  알  수  있다.  제20도  정도의  응답성에서는  연삭면이 
조금이라도  경사져있으면  그  면에  해서  충분히  추종할  수  없다.  역으로  제21도  정도의  응답성이 
있으면 연삭면이 다소 경사져 있어도 충분히 추종할 수 있다.

다음에 제13a도 및 제13b도는 사용하여 본 발명에 따른 제2실시예의 제1변형예에 해서 
설명하겠다.  이  제1변형예는  손끝부(23)의  그라인더(25)에  카운터웨이트(57)를  부착하여 ZS 축과 ZG축

을  일치시켜서  그라인더(25)의 중력중심(OG )  둘레의 모멘트(MGZ )를  직접  검출하는  예이다.  또는 카운

터  웨이트를  부착하지  않고  직접  그라인더(25)의  중력 중심(OG )이 ZS 축과  일치되도록  고착시켜도 좋

다.

즉,  상술한  제2실시예에서는  그라인더(25)의  중력  중심위치는  제10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ZS 축 방향

에  해서  지석측에  위치하고  있다.  이  때문에 ZS 축으로부터  모터(37)의  후부측에 카운터웨이트(5

7)을  부착함으로써  그라인더(25)의  중력중심은  모터(37)의  후부측으로  이동되고  카운터웨이트(57)의 
중량을 적당한 무게로 설정함으로써 ZS축과 ZG축을 동축으로 할 수 있다.

본  제1변형예에  의하면  그라인더(25)의  피가공물(27)로의  미는  힘의  반력의  방향으로서 Fcz 를 고려하

고  있으므로  이방향의  그라인더의  중력  중심  둘레의 모멘트(MGZ )가  검출되면  된다.  이  때문에  1축만 

일치시키고 있다.

다른  경우에  복수의  축둘레의  모멘트가  생기는  경우에는  1축만이  아니고  원점을  완전히  일치시키지 
않으면 안될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센서좌표계의  축과  그라인더(25)좌표계의  축을  카운터웨이터(57)이나  그  부착위치의 조정
에 의해서 일치시킬 수 있으면 직접 그라인더(25)의 중력중심 둘레의 모멘트를 검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일반적인  6출력  센서의  경우에는  그라인더(25)의  부착방법이  한정되든지  카운터웨이트에 
의해서 중량이 증가되지만 센서 원점의 평행 이동등의 좌표변환의 연산이 불필요하게 된다.

이상과  같이  본  제1변형예에  있어서도  그라인더(25)의  중력중심  둘레의  모멘트를  계측하고  있으므로 
임의의  미는  힘으로  하기  위하여  힘제어에  의해서  미는  방향으로  구동했다하더라도  그라인더(25)의 
이송에 의한 관성력이나 아암의 진동에 의한 관성력 등도 검출하는 일은 없다.

또,  아암의  진동은  그라인더(25)에  해서  병진  방향으로  진동하고  그라인더(25)에  해서  회전 방
향으로는  거의  진동하지  않는다.  따라서  아암의  진동에  의해서  그라인더의  중력중심  둘레의 모멘트
가 진동하는 일은 거의 없다.

따라서, 그라인더(25)의 미는 힘을 정도좋게 검출할 수 있고 제어응답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다음에 제19도를 참조하여 본 제1변형예의 실험결과에 해서 설명하겠다.

제19도는  센서의 원점(OS )  둘레에  카운터  웨이트(57)로  밸런스시킨  경우이고  관성력의  영향을  거의 

받고 있지 않는 것이 확인된다.

다음에,  상기  제2실시예의  제2변형예에  해서  제14a도  내지  제14c도를  사용하여  설명하겠다. 제2실
시예의  제2변형예는  상기  제2실시예,  제1변형예가  연삭작업(그라인더  작업)의  예인  것에  해서 평
판을 절단하는 예이다.

제14b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손끝부(23)의  그라인더(25)의  지석(35)은  평판(59)을  절단한다.  이 절
단을  할때에는  그라인더(25)의  절삭  깊이나  이송방향  등에  따라서  다르나  그라인더(25)로  절단 할때
에  그라인더(25)의  지석(35)은  반력으로서  힘  F가  부여된다.  이  힘  F는  평판(59)의  두께  방향의 분
력(FX), 평판(59)의 면방향의 분력(FGX)로 분압시킬 수 있다.

그라인더(25)의  중력  중심으로부터  지석의  수직거리(r)는  상기  일정하므로  이것을  사용하여 그라인
더(25)의 XG, YG, 둘레의 모멘트에 의해서 미는 힘을 구할 수 있다.

반력 F는

에  의해서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관성력의  영향을  받지않으므로  연삭의  경우와  같은 제어응
답이 향상된다.

적용예로서  상기  각  예에서는  원통  좌표형  로봇에  해서  나타냈으나  특히  이  로봇에  한정되지  않고 
직교 좌표형, 극좌표형, 다관절좌표형, 로봇에 본 발명을 적용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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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상기 각  예에서는 미는 힘  검출용 센서로서 6축력 센서를 사용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않고, 필요
한 방향의 힘을 검출할 수 있으며 한쪽 방향만 검출하는 힘 센서라도 좋다.

이에  의해서  소형화,  저원가화가  가능하다.  6축력  센서의  경우에는  미는  방향  이외에  과 한  힘이 
가해진 경우에는 바상정지 등의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다음에  제15a도  및  제15b도를  사용하여  상기  제2실시예의  제3변형예에  해서  설명하겠다.  본 제3변
형예는 그립퍼 등에 작용되는 힘을 본 발명을 적용시켜 검출하는 예이다.

그립퍼부에  작용하는 힘(FGX , FGY , FGZ )은  그립퍼부의  작용점(P)에서  센서  원점까지의 거리(XGP , YGP , 

ZGP )와,  그립퍼의  중력중심  둘레에  작용하는 모멘트(MGX , MGY , MGZ )와  1방향의  힘의  성분,  예를  들면 

FGZ 등을 알고있으면 다음식(8)~식(10)을 풀음으로써 검출할 수 있다.

그립퍼에  작용하는  힘의  각축방향의 성분(FGX , FGY , FGZ )와  그립퍼의  중력중심둘레의 모멘트(MGX , MGY , 

MGZ)와 그립퍼에 작용하는 힘으 중력중심까지의 각축방향의 수직거리(XGP, YGP, ZGP)와 관계식은

MGX=FGZㆍYGP-FGYㆍZGP………………………………………………(8)

MGY=FGXㆍZGP-FGZㆍXGP………………………………………………(9)

MGZ=FGYㆍYGP-FGXㆍZGP………………………………………………(10)

이므로,  이들식에서  병진방향으로  작용하는 힘(FGX , FGY , FGZ )  등을 MGX , MGZ , MGY , XGP , YGP , Z GP  등으로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전방향의 힘(FGX , FGY , FG4) X MGX , MGZ , MGY , XGP , YGP , ZGP로만 구할 수 없으나, 어

떤 조건이 있는 경우나 1축방향에 해서는 직접 축방향의 힘을 사용한 경우에는 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1방향(예를  들면 FGZ )에  해서는  축방향의  작용력을  검출하고  있으므로  그  방향의  힘에 

해서는 관성력의 영향을 소거할 수는 없다.

그러나,  로봇  아암의  경우에  비교적  아암의  진동이  용이한  방향이  정해져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아암
의  진동이  어려운  방향에  해서는  직접  그  축방향의  힘을  검출하여  다른  방향의  힘에  해서는 그
립퍼의  중력중심둘레에  작용하는  모멘트에  의해서  검출함으로써  관성력의  영향을  극력  제거한 형으
로 그립퍼에 작용하는 힘을 검출할 수 있다.

또,  직접 검출하는 방향은 아암의 자세 등에 의해서 그  자세마다에 가장 영향이 적은 방향을 선택함
으로써  관성력이  적은  검출이  가능하다.  당연히  그립퍼의  중력중심으로  센서원점을  평행  이동시킬 
뿐만 아니라 적당히 좌표축을 회전시키는 것등도 필요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좋다.

다음에  상기  제2실시예의  제4변형예에  해서  설명하겠다.  본  제4변형예는  제9도~제11도에 나타내는
힘  제어로봇으로  미지형상의  피가공물(27)을  가공할  때에  제어하기  위한  제22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힘제어장치(61)을 설치하여 구성했다.

또,  상술한  제10도는  제24도를  사용하여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  여기서  제24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각종  파라메타를  정의한다.  즉  그라인더  좌표계(ΣG)를 YG 축  둘레에 ψGW 도  회전시킨  좌표계(ΣW)를 

설정한다. 센서좌표계(ΣS )는  센서에 ΣG , ΣW 는  그라인더(25)에  각각  고정된  좌표계이다.  또, OG 는 

그라인더(25)의  중력중심을  나타낸다.  또, θCG 를  그라인더(25)의  피가공물(27)에  한  피치각이라고 

한다. 또, 제11도에서 베이스 고정부에 절  좌표계(ΣO)를 설정한다.

또, ZW 를  그라인더(25)의  피가공물(27)로의  미는  방향, XW 를  그라이더(25)의  전후  진행방향, YW 를 그

라인더(25)의  횡이송방향이아고  한다.  즉,  그라인더(25)의  자세에  의해서  각각의  방향이  결정된다. 
따라서, ZW 와, ZC 가  형행이면  그라인더(25)는  피가공물(27)의  법선방향에  지석(35)를  밀  수  있다.  또 

X W, Y W  방향으로  그라인더(25)를  이동시킴으로써,  피가공물(27)의  접선방향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ψCW는 피가공물(27)에 한 그라인더(25)의 목표피치각이 된다.

또,  연산작업시에  6축력  센서(31)의  검출치의  변화를  검출하여  상기 ZW 와 ZC 가  형행이  되도록 그라인

더(25)의  자세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미지의  평면이나  곡면의  피가공물에  해서  상기 피가공물(2
7)에 한 소정의 자세를 보지한 상태로 또한 임의의 미는 힘으로 연산작업을 할 수 있다.

제22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힘  제어장치(61)는  호스트  컴퓨터(63)로  그라인더(25)의  목표 모멘트
(MGXd ),  목표  미는 힘(FWZd ),  목표 요각(ψb ),  竹정량 ΔXWD , ΔYWd(ΔXWd , ΔYWd , ψGd 는  메뉴얼 조작에서

는 조이스틱 등의 조작부에서)가 입력된다.

또,  6축력  센서(31)의  검출치를  힘센서좌표변환기(65)에  의해서  그라인더(25)의  중력 중심(OC )로 좌

표변환한다.  다음에 횡이송시 진행,  정지시에 따라서 F WZ  또는 MGX로  목표 롤각(θGd )를  계산 한다. 다

음에 FWZ 로  그라인더  목표피치각 θGd 를  계산한다,  또,  적분항은  도시하지  않았다.  이상의  목표 롤각

(θGd ),  목표피치각 (θGd )및  사전에  설정하고있는 목표요각(θGd )로  그라인더  자세  좌표변환기(65)에 

의해서  예를  들면  힘제어로봇(21)의  베이스에  고정된  절 좌표계에서  오이러  각  표시되는  목표자세 
αod, Bod, γod를 계산한다.

구체적으로는  1회의  조표변환으로  동시에  목표롤각,  피치각  등을  작성할  수  없으므로,  예를  들면 우
선  롤방향의  수정만을  고려한  목표자세를  작성하고  그것에  해서  피치방향의  수정을  고려한 목표자
세를  작성함으로써  롤  방항,  피치방향의  수정을  고려한  목표자세를  작성하고  있다(필요에  따라서 요

24-10

특1994-0003204



방향의 수정을 고려한다).

또, FWZ 로  미는  방향의  목표수정량 ΔZwd 를  계산하고 목표수정량(ΔZwd )및  사전에  설정되어  있는 진행

방향,  횡방향의 목표수정량(ΔXwd , Δwd )로 목표자세(αod , Yod , Zod )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라인더위치

좌표변환기(69)를 사용하여 절 좌표계로 표시되는 목표위치(Xod, Yod, Zod)를 계산한다.

또,  상기와  같이  계산된  절 좌표계로  표시되는  목표위치, 자세(Xod , Yod , Zod , αod , βod , γod )를 구

동용  좌표  변환기(71)에  의해서  1~6측의  각  관절축의  목표각도를  계산한다.  그리하여  위치,  속도 루
프에 의해서 구성된 각축을 구동시킨다.

다음에 상기 힘제어 로봇(21)을 힘제어장치(61)로 제어하는 제어방법에 해서 설명하겠다.

우선  미는 방향(Zw )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제2실시예의  식(2)  내지  식(5)에  의해서  각축둘레의 모멘

트를  구한다.  그리고  식(2)에  의해서  계산되는  피가공물에  한  미는  힘의 반력(Fwz )이  목표의  미는 

힘(Fwzd)이 되도록 제어를 행하게 된다.

반력(Fwz )이  목표하는  미는 힘(Fwzd )이  되도록  그라인더(25)의  미는  방향의  목표위치를  수정한다. 미

는 방향의 수정량(ΔZwd)는 다음식으로 부여한다.

ΔZwd=Kfz(Fwzd-Fwz)………………………………………………(11)

여기서 Kfz 는  힘게인이다.  1샘플마다  식(11)에  의해서 Z W 방향의  목표위치가  수정된다.  예를들면 목

표하는 힘에 해서 검출한 힘이 작을 경우에 피가공물(27)의 목표위치는 미는 방향으로 수정된다.

다음에  그라인더(25)의  전후 진행방향(Xw )  및 횡이송방향(Yw )을  제어하려면  그라인더(25)의  전후 진

행방향  및  횡이송방향 Yw 의  1샘플링마다의 목표수정량(ΔXwd,ΔYwd ),  예를들면  계산기에  의해서 사전

에  그라인더(25)의  피가공물(27)위의  이동방법을  작성해  놓음으로써  피가공물의  임의의  영역을 자동
적으로 연삭해 놓을 수 있다.

또는 조이스틱으로 부여함으로써 메뉴얼에 의한 그라인더 작업이 가능하다.

상술한  미는  방향,  진행  방향,  횡이송방향의  수정량,  이동량, (ΔXwd , ΔYwd , ΔZwd )을  이하에  나타낸 

그라인더(25)의 목표자세를 사용하여 좌표 변화하고 그라인더(25)의 목표위치를 작성한다.

다음에  그라인더(25)의  자세의  제어방법에  해서  설명하겠다.  우선  그라인더(25)의 피치방향(ψ G  ; 

YG축둘레)의 제어방법에 해서 설명하겠다.

피가공물(27)에  한  그라인더(25)의 피치각(ψCG )이 ψGW 와  일치되어  있는  상태로  그라인더(25)를 이

동시킨 경우에는 식(11)에 의해서 제어하고 있는 미는 힘에 오차는 거의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제24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ψCG 가 ψGW 도다도  큰  상태로  그라인더(25)를 전진(-XW 방향)시킨 

경우에  그라인더(25)는  미는  방향(도시한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하므로  미는  힘이  증가된다. 
일정속도로  이송한  경우등에는  미는 힘(FWZ )는  목표하는  미는 힘(Fwzd )에  해서  정상적으로  오차를 

포함한 상태로 된다.

역으로 ψCG 가 ψGW 보다도  작은  상태로  그라인더를 전진(-XW 방향)시킨  경우에  그라인더(25)는 떨어지

려는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하므로  미는  힘이  감소된다.  또,  그라인더를  후진시키는  경우에는  역으로 
된다.

따라서,  미는 힘(Fwz )이  목표하는  미는 힘(Fwzd )이  되도록  그라인더(25)의 피치각(ψG )을 변화시킴으로

써 그라인더(25)의 피가공물(27)에 한 피치각을 상기 ψGW로 보지할 수 있다.

즉, 식(11)과 같이

Gd(n)=Kf(Fwzd-Fwz)+ψGd(n-1)……………………………………(12)

로 표시된다. 또, Kf는 게인,ψcd(n-1)는 1심플링전의 목표피치각이다.

또, 중력중심(OG )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YG 축  둘레에  회전시키면  자세의  변화에  의해서  미는  힘을 변

화시키게  되므로,  피치방향의  회전은  지석  선단부,  즉  지석(35)와  피가공물(27)의  접촉점  부근을 중
심으로 회전시킨다.

따라서,  식(11)에  의  해서  피가공물(7)에  한  피치각은  변화되지만  미는  방향의  제어에  악영향을 
주는 일은 없다.

실제로는  그라인더는  전진,  후진하므로  반드시  접촉점을  중심으로  회전시킨  경우에만  가장  원활하게 
곡면을  추종한다고는  할  수  없다.  전진시에는  접촉점에  해서  그라인더측,  후진시에는  역으로 접촉
점에서  앞쪽을  회전중심으로  하는  쪽이  원활하게  곡면에  추종시킬  수  있다.  필요에  따라서  적의 변
화시킨다.

평면등을  연삭하는  경우에는  식(11)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피가공물과의 피치각(ψcg )를 ψGW 로  할  수 

있으나 게인(Kf )을  올릴  수  없고,  추종성이  나쁘고,  곡면등에  응할  수  없는  등에는  제1항에 비례

제어할 뿐만 아니라 적분항을 가하여 식(11)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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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n)=Kf(Fwzd-Fwd)+Kf1 (Fwzd-Fwd)+ψGd(n-1)…………………………(13)

으로  함으로써,  추종성을  향상시켜도  좋다.  기본적으로는 피치각(ψCG )을 ψGW 로  하도록  제어하면 된

다.

식(12)  또는  식(13)에서는  원호상의  곡면이나  연속적으로  곡율이  변화하는  곡면에  해서도 그라인
더가  전후방향으로  진행중일때에는  상기  피가공물(27)과의 피치각(ψCG )를 ψGW 가  되도록  제어되고 있

으므로 추종시킬 수 있다.

또,  전진의  경우와  후진의  경우에는  회전시킬  방향이  다르므로  식(12)  또는  식(13)에서의  부호는 적
의 바꿀 필요가 있다.

상기  피치각의  제어방법과  전술한  그라인더(25)의  미는  방향,  전후  진행방향의  제어방법을 조합시킴
으로써  예를들면  제25도에  나타낸  것같은  곡면을  곡율의  변화등을  사전에  교시하지  않고,  도면중 A
방향으로  연삭할  수  있다.  단,  그라인더(25)의  피가공물에  한  롤각이나  요각을  부여하기  때문에 
곡면의 경사각은 사전에 필요하다.

다음에 그라인더(25)의 롤방향(θ축 : XG축 둘레)의 제어방법에 해서 설명하겠다.

그라인더(25)를  횡방향,  즉 Y W  방향으로  이동시킬때에는  전술한  피치방향의  제어와  똑같이  생각할 

수  있다.  그라인더(25)의  피가공물에  한  롤각은 90°(XW 축과 XC 축이  일치)의  방향이  아니면  원활한 

그라인더  작업을  행할  수  없다.  즉,  피가공물(27)에  한  그라인더의  롤각이  90°와  일치되어  있는 
상태로  그라인더(25)의  횡방향으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식(12)에  의해서  제어하고  있는  미는  힘의 오
차는 거의 안생긴다.

그러나,  피치방향때와  같이  피가공물에  한  그라인더(25)의  롤각이  90°에서  엇갈려  있는  상태이고 
그라인더(25)를  횡방향으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미는  방향  또는  떨어지려는  방향으로  직행하려고 하
기 때문에 미는 힘에 증감이 생긴다.

따라서.  식(12)  또는  식(13)과  같이  미는 힘(FWZ )이  목표하는  미는 힘(Fwd )이  되도록  그라인더(25)의 

롤각(θC )을  변화시킴으로써  그라인더(25)의  피가공물(27)에  한  롤각을  상기  90°로  보지할  수 있

다. 즉,

θGd(n)=Kfθ1(Fwzd-Fwz)+θGd(n-1)…………………………………………(14)

로 표시된다. 또는 적분을 부가하여

θGd(n)=Kfθ1(Fwzd-Fwz)+Kfθ1 (Fwzd-Fwz)+θGd(n-1)…………………(15)

로 표시된다.

상기식(14),  식(15)에  의해서  그라인더(25)를  횡방향,  즉 Y W  방향으로  이동시킬때에는 피가공물(2

7)에 한 그라인더(25)의 롤각을 90°로 보지할 수 있다.

횡이동시에  과연삭되지  않기  위하여  횡방향으로  이송시의  목표하는  미는 힘(FWZ )을  전후진행시의 목

표하는 미는 힘에 비해서 작게 해도 좋다.

상기  롤각의  제어방법과  전술한  그라인더(25)의  미는  방향,  전후  진행방향의  제어방법을 조합시킴으
로써  제25도에  나타낸  2차  곡선을  곡율의  변화등을  사전에  교시하지  않고,  도면중  B  방향으로 연삭
할  수  있다.  단,  그라인더(25)의  피가공물(27)에  한  피치각이나  요각을  부여하므로  곡면의  경사는 
사전에 필요하다.

상기의  방법에서는  그라인더(25)의  전후방향으로의  진행시나  정지시등에  롤각을  수정할  수는  없다. 
그리하여 다음에 그라인더의 전후진행시나 정지시의 롤각의 제어방법에 해서 설명하겠다.

예를들면,  제26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피가공물(27)에  한  롤각이  90°에서  엇갈려  있는  경우에는 
ZW 와 ZC 는  엇갈려  있으므로  경사방향으로  밀려고  하므로 XG 축  둘레의 모멘트(MGX )가  변화된다.  연삭을 

행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피가공물(27)에  한  롤각이  90°의  상태로  민  경우에는 모멘트(MGX )가 

작용하지  않으므로  목표 모멘트(MGXd )는  영(0)이지만  연삭을  행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절삭  저항이나 

모터의  토크등이  작용하기  때문에  영으로는  되지  않는다.  또,  지석이나  피가공물의  종류,  미는  힘에 
따라서도  다르다.  따라서  사전에  피가공물(27)에  한  롤각이  90°일때의 모멘트(MGX )가  되도록 모멘

트(MGxd )가  되도록  목표  롤각을  부여함으로써  그라인더(25)의  전후진행시나  정지시등의  롤각을 억제

한다. 즉,

θGd(n)=Kfθ2(MGXd-MGX)+θGd(n-1)………………………………………(16)

로  표시된다.  밀때등으로  목표 모멘트(MGWd )를  사전에  구해  놓을  필요가  있으나,  그라인더의 조건(피

가공물의  중류에  따라서  지석의  종류나  미는  힘,  진행속도,  횡이송피치량)등도  사전에  조사해  놓을 
필요가 있는 것을 고려하면 특히 부담스럽지 않다.

롤방향의  회전은  피치방향의  회전과  같이  지석  선단부,  즉  지석과  피가공물의  접촉점  부근을 중심으
로 회전시킨다.

다음에 요방향(ψG ; XG축 둘레)의 제어방법에 해서 설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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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방향을  변화시키면  그라인더(25)의  진행방향이  변화된다.  따라서  연삭영역에  의해서  사전에 설정
해  놓고,  연삭중은  특별히  변화시킬  필요는  없으나,  연삭방향이나  연삭영역을  변화가  필요할  때에는 
필요에 따라서 변화시킨다.

자세의  변화방법에  해서는 좌표계(ΣG )의  각축  둘레에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설명하였으나, 좌표계

(ΣW)의 각축 둘레에 회전시켜도 마찬가지로 자세를 변화시킬 수 있다.

상기의  방법으로  그라인더의  미는  방향,  전후  진행방향,  횡이송방향의  병진방향  및  롤,  피치,  요의 
자세의  제어방법을  행함으로써  3차원  곡면등에  해서도  사전에  그  형상을  상세하게  교시하지  않고 
피가공물에  한  그라인더  자세를  보지하도록  자동적으로  자세를  변화시키고,  또한  임의의  미는 힘
으로 그라인더 작업이 가능하게 된다.

예를들면  특수  환경하등으로  비정형  그라인더작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피가공물의  작업이나  로봇에 
한  피가공물의  우치등을  사전에  설정해  놓을  수  없는  작업에  있어서도  그  자리에서  모니터등을 통

하여  략  그  위치관계나  그라인더의  자세를  부여할  수  있으면  작업은  용이하게  또  효율적으로  행할 
수 있다.

조이스틱에  의해서  메뉴얼작업을  함에  있어서는  작업자는  략  그  초기자세를  부여만  하고,  그후는 
그라인더(25)의  이동을  지령하기  위한  조이스틱의  2차원적  조작을  하는  것만으로  되고,  미는  힘, 그
라인더  자세를  자동적으로  제어하면서  연삭할  수  있다.  또,  그라인더(25)의  진행방향이나  횡방향의 
이동패턴등을  사전에  설정해  놓음으로써  임의의  영역의  연삭을  용이하게  자동적으로  연삭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상기  제어방법에  의해서  사전에  피가공물의  형상을  교시하지  않고,  연삭작업을  행한 실험
결과의  일예를  나타낸  제27도에  나타낸  바와  같은  단면형상의  피가공물(27)을  도면중  화살표(C) 방
향으로  목표하는  미는 힘(Fwzd )=1.2㎏f,  그라인더  이동속도 XWZ =25㎝/S,  피가공물에  한 목표피치각

(ψGW )을  25°,  또  초기의  피가공물에  한  그라인더의  피치각  40°(따라서  오차는  15°)이고  연삭을 

행하였을때의  그라인더의  피가공물로의  미는힘,  피치각(수평부터의  각도를  나타내고  있다).  1~6축의 
관절각을  산출한  지석선단부의  궤적을  제28도  내지  제30도에  나타냈다.  이들의  도면에서  피가공물에 

한  피치각이  25°가  되도록  자세를  변화시키고,  또한  미는  힘이  일정상태로  연삭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에,  제23도를  사용하여  상기  제2실시예의  제5변형예에  해서  설명하겠다.  본  제5변형예는 힘제
어장치의  다른  변형예이다.  상기  제5변형예에서는  미지형상의  피가공물을  일정한  힘으로  밀면서 연
삭작업을  행하는  방법을  나타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미지형상  피가공물을  임의의  형상으로 다듬질
하고  싶을  경우가  있다.  그  경우에  해서  이하에  설명하겠다.  제23도에  나타낸  블록은  제22도에 나
타낸 힘제어장치(61)과 다른 부분만 도시한 것이다.

우선,  최초의  연삭에서는  힘제어로봇은  피가공물형상이  확인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3변형예의 힘제어
장치에  의해서  미지의  형상의  피가공물을  일정한  힘으로  밀면서  연삭작업을  행한다.  그리고,  그때에 
1~6축의  관절각을  역좌표변환기(73)에  의해서  절  좌표계로  표시되는  실제의  그라인더의  위치, 자
세(XO , YO , ZO , αO , βO , γO )를  계산하고  그것을  피가공물  형상데이타  기억장치(75)에  기억시킨다. 

이에 의해서 힘 제어로봇은 피가공물의 형상을 인식할 수 있다.

또,  그후의  연삭에서는  컴퓨터(63)에서  부여하는  피가공물  형상데이타  기억장치(77)의  기억데이타와 
피가  공물  형상데이타  기억장치(75)의  기억데이타로  그라인더  목표위치,  자세작성장치(79)에  의해서 
절 좌표계로 표시되는 목표위치, 자세(XOd, YOd, ZOd, αOd, βOd, γOd)를 작성한다.

또,  마찬가지로  상기의  각  데이타를  구동용  좌표변환기(71)에  입력하고  각  축을  구동시킨다.  이에 
의해서 미지의 형상의 피가공물(27)을 임의의 형상으로 다듬질할 수 있다.

또,  그라인더  목표위치,  자세작성위치(79)에서는  다듬질  형상데이타와  기억데이타의  형상이 다를때
에는  피가공물(27)의  법선방향으로는  힘제어를,  이동방향으로는  이동속도에  따른  목표위치를 부여하
고  형상의  차가  없는  경우,  또는  차가  작을  경우에는  위치제어를  행하게  하여도  된다.  어느 경우에
도  피가공물의  형상데이타는  이  시점에서는  기지로  되어  있으므로  종래의  제어방법을  적용해도 

좋다.

또,  특히  공구등에  의해서  작업을  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지의  형상을  확인하는  수단으로서도 이용
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적용예로서  상기  각  변형예에서는  원통  좌표형  로봇에  해서  설명하였으나,  특히  이 형
식의 로봇에 한정되지 않고 직교좌표형, 극좌표형, 다관절 좌표형의 로봇에 적용시킬 수 있다.

또,  상기  각  실시예에서는  미는  힘  검출용  센서로서  6축력  센서를  사용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않고 
필요한 방향의 힘을 검출할 수 있으면 된다.

이외에  미는  힘의  검출에  그라인더(25)의  중력  중심둘레에  작용하는  모멘트(MWG)를  사용하고  있으나 
소형 그라인더로 관성력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미는 힘을 검출해도 좋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상기  제2실시예에서는  중력중심  관성력을  간단히  소거하고  손끝효과기의 피
가공부재로의  정확한  미는  힘을  검출할  수  있고,  힘제어등의  응답성이  좋고,  정도좋은  힘 제어로봇
을 제공할 수 있다는 우수한 효과가 얻어진다.

또,  사전에  피가공물  형상을  교시하지  않고,  미지의  형상의  피가공물에  해서도  피가공물의 법선방
향으로  밀면서  또는  손끝효과기의  자세를  변화시켜  상기  손끝효과기를  피가공물에  해서  소정 자세
를 보지하면서 작업을 행할 수 있다는 우수한 효과가 얻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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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교시에  의해서  각종  개변을  이  기술분야에  숙련된  자는  본  발명의  범위를  일탈하지  않고 
행할수가 있을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로봇  손끝에  연삭이나  연마를  행하는  회전공구(2)를  설비한  손끝효과기(4)를  부착하고,  상기 회전공
구를  피가공물의  피가공면에  해서  소정압력으로  밀면서  그라인더  작업을  행하는  제어로봇에 있어
서,  (a)  상기  로봇  손끝에  설비된  손끝효과기의  자세를  제어하는  자세축,  및  (b)  상기  회전공구의 
회전축을 포함하며 상기 자세축과 상기 회전공구의 회전축이 상이한 축위에 배치되어 있는 
제어로봇.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회전공구의  미는  방향이  상기  자세축의  회전방향과  략  일치되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어로봇.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회전공구의  미는  힘(F)이  상기  자세축  중심에서  공구의  가공점까지의  거리를 
r이라 하면, T=F.r의 관계로 제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어로봇.

청구항 4 

로봇  손끝에  연삭이나  연마를  행하는  회전공구를  설비한  손끝효과기를  부착하고,  상기  회전공구를 
피가공물의  피가공면에  해서  소정압력으로  밀면서  그라인더  작업을  행하는  제어로봇에  있어서, 
(a)  자세축을  포함하는  로봇제어축에  해서  얻어진  교시데이타를  보지하고  작업시에  상기 교시데이
타에  따라서  상기  로봇제어축을  제어하는  로봇제어장치,  (b)  그라인더  작업시에  상기  자세축중 적어
도  하나의  자세축을  구동하여  상기  회전공구의  미는  힘을  제어하는  그라인더  제어장치,  및  (c) 그라
인더  작업시에  상기  자세축중의  하나의  자세축의  구동을  상기  로봇제어장치측에서  상기  그라인더 제
어장치측으로 절환시켜 제어하는 스위치 수단을 포함하는 제어로봇.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자세축중의  하나의  자세축과  상기  회전공구의  회전축이  상이한  축위에 배치되
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어로봇.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회전공구의  미는  방향이  상기  자세축의  회전방향과  략  일치되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어로봇.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회전공구의  미는  힘(F)이  상기  자세축  중심에서  공구의  가공점까지의  거리를 
r이라 하면, T=F.r의 관계로 제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어로봇.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로봇제어장치  및  그라인더  제어장치는  상기  교시데이타의  재생에  의해서  로봇 
제어축을  제어하고  상기  회전공구의  가공점을  공구궤적위로  이동시키면서  상기  자세축을  토크 제어
하여  상기  회전공구를  피가공물로  밀어  그라인더  작업을  행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제어로봇.

청구항 9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로봇제어장치가  교시데이타를  입력하는  교시제어반과  상기  교시데이타를 기억
하는  교시데이타  기억부를  갖고  기억된  교시데이타에  따라서  상기  회전공구의  위치맞춤을  행하는 로
봇위치 맞춤장치로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어로봇.

청구항 10 

로봇의  손끝부에  부착된  손끝효과기의  피가공부재로의  미는  힘을  검출하여  이  검출된  미는  힘이 목
표하는  미는  힘이  되도록  제어하는  힘  제어  로봇에  있어서,  (a)  상기  손끝효과기에  보여된  미는 힘
의  반격을  검출하는  검출수단,  (b)  상기  검출수단의  검출위치가  상기  손끝효과기의  중력중심과 겹치
도록  외관상  검출수단의  반력  검출위치를  손끝효과기의  중력중심으로  이동하여  상기  손끝효과기의 
중력중심  둘레의  모멘트를  구하고  이  중력중심둘레의  모멘트로  손끝효과기의  피가공부재로의  미는 
힘을 연산하는 연산수단을 표함한 제어로봇.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연산수단이  외부에서  손끝효과기의  피가공부재로의  목표하는  미는  힘이 입력
되어서  이  목표하는  미는  힘을  출력하는  목표하는  힘출력부와  조작부로부터  목표위치가  입력되어  이 
목표위치를  출력하는  목표위치  출력부와  조작부로  부터  목표자세  위치가  입력되어  목표자세  위치를 
출력하는  목표자세위치  위치  출력부와  상기  목표하는  미는  힘  출력부로  부터  목표하는  미는  힘 출력
신호가  입력되고,  상기  목표위치  출력부로  부터는  목표위치  신호가  입력되고,  상기  목표자세 위치출
력부로  부터는  목표자세  위치신호가  각각  입력되어서  목표각도가  출력되는  좌표변환기와,  상기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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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에  의해서  검출된  결과로  손끝효과기의  중력중심  둘레의  모멘트를  구하고,  또,  중력중심둘에의 
모멘트로 소정의 미는 힘을 구하여 출력하는 좌표변환기로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어로봇.

청구항 12 

손끝부에  부착된  손끝효과기의  피가공부재로의  미는  힘을  검출하여  이  검출된  미는  힘이  목표하는 
미는  힘이  되도록  제어하는  힘  제어  로봇에  있어서,  (a)  상기  손끝효과기에  부여된  미는  힘의 반력
을  검출하는  검출수단,  및  (b)  상기  검출수단의  검출결과로  상기  손끝효과기의  중력중심  둘레의 모
멘트를  구하여  이  중력중심  둘레의  모멘트로  상기  미는  힘의  반력을  구하여  상기  검출수단의  결과를 
보정하는 보정수단을 포함하는 제어로봇.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보정수단이  검출수단의  검출위치를  손끝효과기의  중력중심으로  이동시켜  이 
중력중심둘레의  모멘트를  구하여  손끝효과기의  피가공부재로의  미는  힘을  연산수단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어로봇.

청구항 14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보정수단이  상기  손끝효과기의  중력중심  위치와  상기  검출수단의  검출위치를 
일치시키도록 상기 손끝효과기에 부착된 카운터 웨이트로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어로봇.

청구항 15 

로봇의  손끝부에  부착된  손끝효과기의  피가공부재로의  미는  힘을  검출하여  검출된  미는  힘이 목표하
는  미는  힘이  되도록  로봇에  제어하는  힘  제어장치에  있어서,  (a)  상기  손끝효과기에  부여된  미는 
힘의  반력을  검출하는  검출수단,  (b)  상기  검출수단의  결과가  소정의  값에  해서  변화되지  않도록 
손끝효과기의  자세를  변화시키는  자세변화수단,  및  (c)  상기  손끝효과기의  고정된  방향으로  상기 손
끝효과기를 밀거나 이동을 행하는 구동수단을 포함하는 제어로봇.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손끝효과기의  자세제어의  회전중심이  상기  손끝효과기와  피가공부재의 접촉
점 부근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어로봇.

청구항 17 

로봇의  손끝부에  부착된  손끝효과기의  피가공부재의  미는  힘을  검출하여  검출된  미는  힘이  목표하는 
미는  힘이  되도록  로봇을  제어하는  힘  제어장치에  있어서,  (a)  상기  손끝효과기의  이동궤적으로 피
가공부재의  형상을  기억하는  피가공부재  형상기억수단,  (b)  상기  피가공부재의  다듬질  형상을 기억
하는  다듬질  형상  기억수단,  및  (c)  상기  피가공부재  형상기억수단과  상기  다듬질  형상기억수단에 
기억되어  있는  형상으로  손끝효과기의  목표위치와  목표자세를  연산하는  연산수단을  포함하는 제어로
봇.

도면

24-15

특1994-0003204



    도면1

    도면2

    도면3

24-16

특1994-0003204



    도면4

    도면5

    도면6

    도면7

    도면8

24-17

특1994-0003204



    도면9

    도면10

24-18

특1994-0003204



    도면11

    도면12

    도면13a

    도면13b

24-19

특1994-0003204



    도면14

    도면15a

    도면15b

24-20

특1994-0003204



    도면16

    도면17

    도면18

    도면19

    도면20

    도면21

24-21

특1994-0003204



    도면22

    도면23

    도면24

    도면25

24-22

특1994-0003204



    도면26a

    도면26b

    도면27

    도면28

    도면29

24-23

특1994-0003204



    도면30

24-24

특1994-0003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