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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기부 단부와 탐침 단부를 구비하는 내부 CMM 암과 다수의 전동 수단을 통하여 내부 CMM 암을 구동시키는 외골격을 포

함하는, 외골격을 구비하는 CMM 암용의 장치가 제공된다. 탐침 단부에는 하나 이상의 접촉 탐침, 광학 탐침, 및 공구들이

장착된다. 외골격을 구비하는 CMM 암은 수동으로 작동되게 제공될 수도 있고 자동으로 작동되게 제공될 수도 있다. 외골

격을 구비하는 CMM암은 정확한 측정이나 정확한 작동을 수행할 수 있게 작동된다. 외골격을 구비하는 CMM 암의 작동을

위한 방법도 제공된다.

대표도

도 1c

색인어

산업용 로봇, 자동차, 생산 라인, 외골격, 암, 물체, 측정,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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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본 발명은 정밀한 측정과 작동을 수행하는 외골격을 구비한 CMM 암용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기존의 자동 측정 방법]

중간 크기에서 대형 크기의 물체를 자동 측정하는 방법에서는, 0.05mm(± 2 시그마)의 정확도, 통상적으로는 0.025mm

(± 2 시그마)의 정확도, 또는 이보다 더 나은 정확도를 갖는 측정기가 필요하다. 여기서 "시그마(sigma)"라는 용어는 1의

표준 편차를 의미한다. 최근에는, (1) 대형이며 고가인 통상의 3축 이상을 갖춘 컴퓨터 수치 제어식 좌표 측정기(CNC

CMM: Computer Numerically Controlled Coordinate Measuring Machine)와, (2) 자동차 생산 라인의 끝에 있는 복잡

한 셀 내에 통상적으로 위치되는 강성 구조체로 된 정적 광학 탐침(static optical probe)과 같은 두 가지 주요 방식으로 실

행하고 있다. 종래의 CMM에 있어서는, 광학 탐침이 정적 물체 둘레에서 고도로 제어되는 방식으로 이동하면서 정확한 데

이타를 생성한다. 두 번째 경우에 있어서는, 광학 탐침과 물체는 모두가 정적 상태에 있으며 정확한 데이타를 허용하는 보

정 방식으로 국부화된다. 대부분의 종래의 CMM은 이동 브릿지(moving bridge) 구조나 혹은 수평 암(horizontal arm) 구

조로 되어 있는데, 이들을 제조하는 회사로는 제이스(Zeiss, 독일 소재), 헥사곤 브라운 앤드 샤페(Hexagon Brown &

Sharpe, 스웨덴 소재), 및 엘케이(LK, 영국 소재)가 있다. 종래의 CMM 암에 장착하기 위한 기계적 접촉식 탐침은 레니쇼

우(Renishaw, 영국 소재) 등을 포함한 여러 회사에서 공급하고 있다. 종래의 CMM 암에 장착하기 위한 광학 탐침은 메트

리스(Metris, 벨기에 소재) 등을 포함한 여러 회사에서 공급하고 있다. 레니쇼우 오토조인트(Renishaw Autojoint)와 같은

자동 탐침 마운트는 높은 정확도를 유지하면서 반복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탐침을 자동으로 교체하기 위한 탐침 랙과 함

께 공급되고 있다. 강성 구조로 된 정적 광학 탐침은 퍼셉트론(Perceptron, 미국 소재)에서 공급하고 있다. 종래의 CMM과

강성 구조로 된 정적 광학 탐침은 다음과 같은 결점들, 즉 생산 라인 상의 셀 공간을 소모함으로써 그 공간이 통상적으로는

측정용으로만 사용될 뿐이고 생산 작업에는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점과, 일반적으로 생산 라인의 끝에 위치하는 점과, 하

류측 공정 쪽으로 데이타를 제공하지 못하는 점과, 고가인 점과, 원금 회수 차원에서 당연시하기에 어려운 점 등의 결점을

갖는다. 또한, 강성 구조의 광학 탐침은 생산 라인의 모델을 신속하게 변경하는 데 있어서 탄력적이지 못하다는 점도 있다.

오늘날, 기존의 고정확도 측정 시스템의 단점들 때문에, 종래의 공정에 비해 보다 신속하고 보다 양호하고 보다 저렴하면

서도 높은 정확도의 위치를 필요로 하는 로봇을 사용하는 효율적 생산 공정을 생산 공정에 배치할 수는 없다.

[로봇 자동화 측정]

1960년대 이래로, 여러 회사들이 빠른 주기 시간과 반복성을 요하는 응용 분야용 대형 로봇 암을 개발해왔다. 그러나 주로

온도, 마모 및 진동 문제 등으로 인해 그 정확도는 낮았다. 로봇은 자동화 측정용 탐침을 나르는데 사용되었다. 로봇 암은

대부분의 자동화 측정, 특히 자동차 산업에서의 요건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정확도를 갖지 못했다. 로봇 암의 높은 반복

성은 자동차 산업에서 어느 정도의 흡수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해결책인 "유사-정적(quasi-static)"측정을 만들어냈다.

유사-정적 측정에 있어서, 탐침은 한 위치에서 다음 위치로 이동하게 되며, 정적인 상태에 있거나 천천히 움직이는 경우에

만 데이타를 취하게 된다. 10mm/sec 내지 200mm/sec(그 이상 또는 이하일 수도 있음)의 통상적인 속도로 이동하면서 물

체의 표면으로부터 3차원 데이타를 취하는 로봇 암 상의 측정 탐침은 정확하지가 않다. 로봇 암을 제조하는 회사로는 파낙

(Fanuc, 일본 소재)과 쿠다(Kuka, 독일 소재) 등이 있다. 미국 소재의 퍼셉트론(Perceptron)과 엘엠아이-디프랙토(LMI-

Diffraction)는 로봇 암과 광학 탐침을 사용하는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쓰리디 스캐너(3D Scanner)와 쿠카(Kuka)는 독

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된 유로몰드 2001(Euromold 2001) 박람회에서 실시간 광학 검사를 갖춘 솔루션을 선보인바 있

는데, 그 정확도는 0.5 내지 1mm였다. 표준 산업용 로봇은 도달 거리 1미터 마다 화씨 온도 기준으로 1도 당 약 10미크론

만큼씩 열에 의한 길이 증가를 겪게 되는데, 500미크론을 초과하는 오차는 생산 라인 조건에 기록된다. 엘엠아이-디프렉

토는 쿠카에서 공급하는 네 가지 표준 산업용 로봇, 즉 광학 탐침을 각각 보유하는 표준 산업용 로봇을 포함하는 자동차 생

산 라인 설비를 구비하고 있는데, 로봇들은 열에 의한 길이 증가에 대한 보정, 즉 생산 라인 조건에 있어서의 열에 의한 오

차를 가능하기로는 100미크론까지 감소시키는 보정을 받는다. 미국 특허 제6,708,846호[발명자인 그리어(Greer)가 퍼셉

트론(Perceptron) 사에 양도한 특허]에 있어서, 열에 의한 로봇의 길이 신장에 대한 보정은 광학 탐침을 구비하는 고정 인

공물을 측정함으로써 실행된다. 광학 탐침은 로봇이 이동과 이동 사이의 정적 상태에 있는 동안에 측정된다. 오차의 도표

화 작업(error mapping)을 통해 로봇의 정확도가 향상되었다. 계획된 이동 프로그램에 의해 로봇을 요동(dancing)시키되

그 동안에 일례로 크립톤(Krypton, 네덜란드 소재)과 노던 디지탈(Northern Digital, 캐나다 소재)으로부터 입수할 수 있

는 사진 측량 시스템(photogrammetry system)을 가지고 그 요동을 측정하면서 행하는 것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해결책

이 있다. 이어서 측정치를 사용하여 오차 도표를 작성한다. 서보에 의해 사용되는 전력을 측정하여서 부하에 대한 오차 보

정을 행함으로써 아암에 가해지는 부하를 자동으로 계산한다. 여러 가지 형태의 오차 보정이 행해진다 해도 자동차 생산

공개특허 10-2006-0015557

- 2 -



라인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형태 및 범위를 갖는 여러 가지 로봇에 대해서는 0.2mm (± 2 시그마)의 정확도만이 얻어질 뿐

이다. 스캐닝 중에 탐침과 물체 사이에서의 상대 이동을 하는 여러 스캐닝 탐침들을 보유하는 로봇 아암에서 발생하는 문

제점은 시스템의 정확도가 사용하기 충분한 수준이 아니라는 점이다.

[추적(tracking)]

롱(Long) 등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6,166,811호에는, 물체에 대한 스캐닝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진 측량 시스템

(photogrammetry system)에 대하여 개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탐침에 부착된 사진 측량 목표물은 사진 측량 시스템에 의

해 실시간으로 추적된다. 이 방법에도 많은 단점들이 있다. 우선, 탐침과 사진 측량 카메라 사이에 다수의 선명한 투시선에

유지되어야 한다. 실제로, 사진 측량 카메라로부터 나와서 탐침 상의 사진 측량 목표물에 이르는 투시선은 종종 프로그램

된 로봇의 이동에 의해서나 혹은 물체를 스캔하는 데 필요한 탐침 방향에 대한 프로그램된 변경에 의해서 차단된다. 이러

한 점은 많은 적용례에서 무용지물에 되게 한다는 점에서 시스템의 적용성에 제약을 준다. 둘째, 주위 환경의 조명 상태는

거의 이상적인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사진 측량 시스템의 정확도가 떨어지거나 혹은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된다. 실제로, 이러한 점이 적합화에 어려움을 주는 것이며 때로는 해당 장소의 여타 다른 조명 조건과 상충되는 것

이다. 셋째, 사진 측량 시스템은 이를 적용하는 데 따른 충분한 정확도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해상도와 속도 모두를 갖추

지 못하기도 한다. 넷째, 사진 측량 카메라와 로봇은 서로에 대해 견고하게 장착되어야 한다. 이로 인해 때에 따라서는 소

망하는 정확도를 얻기 위해서는 크기가 큰 경직된 구조체를 필요로 하게 된다. 사진 측량 기술을 로봇 측정 시스템에 통합

시키는 데 있어서의 주된 문제점은 소형이 아니라는 점과 사용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튼튼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라이카 지오시스템즈(Leica Geosystems)는 6자유도의 레이저 트랙커 엘티디 800(Laser Tracker LTD 800)을 시판하

고 있다. 이 장치는 하나의 투시선을 가지고 35m 범위에 걸쳐 위치와 방향을 초당 최대 1000회까지 측정할 수 있다. 그 정

확도는 서행으로 이동하는 목표물에 대해 50미크론 수준이다. 그 장치의 가격은 130,000달러(미국 달러)를 초과한다. 로

봇 측정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많은 제약 사항은 사진 측정 기술에 있어서의 제약 사항들과 유사하다. 레이저 트랙커 기술

을 로봇 측정 시스템에 통합시키는 데 따른 주된 문제점은 고비용이라는 점이며, 추적되는 탐침의 방향에 제약이 따르는

점과, 통합된 시스템이 소형이 아니라는 점과, 그리고 사용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튼튼하지 못하다는 점이 있다.

[로봇 제어기 및 프로그래밍]

로봇 암용 제어기는 당해 기술 분야의 숙련된 기술을 가진 자에게 잘 아려져 있는 것으로서, 표준으로 참고할 수 있는 연구

서로는 리챠드 폴(Richard Paul)이 쓴 "로봇 머니퓰레이터, 수학 프로그래밍 및 제어(Robot Manipulators, Mathematics

Programming and Control)"가 있다. 아텝트 테크놀로지스(Adept Technologies, 미국 소재)가 6축 로봇 제어기를 최저

8,500달러(미국 달러) 및 그 이상의 가격으로 시판하고 있다. 움직임 순서가 오프 라인으로 생성될 수 있게 하고 차후의 실

행을 위한 로봇 제어기와 후속해서 통신하도록, 로봇을 프로그래밍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제품이 있는데,

그 중의 한 가지 예로는 테크노매틱스(Tecnomatix, 미국 소재)에서 생산하는 엠워크플레이스(EmWorkplace)가 있다. 발

명자가 리치터(Richter)로부터 에이치에이 슈래터 아게(HA Schlatter AG, 스위스 소재)로 양도된 영국 공개 특허 공보

GB 2036376A호에서는, 사용자가 잡고 있는 로봇에 장착된 장치로서 사용자가 의도한 로봇의 방향을 검출하는 스트레인

게이지를 포함하는 장치를 사용하여 로봇을 수동으로 안내함으로써 프로그래밍이 달성된다.

[수동 CMM 암]

1970년 이래로 많은 회사들이 수동으로 작동되는 CMM 암을 개발해왔는데, 최근에는, 주로 수동 CMM 암의 도달 거리 여

하에 따라 0.025mm(± 2 시그마) 내지 0.005mm(± 2 시그마)인, 접촉 탐침을 이용한 측정 정확도를 달성하고 있다. 수동

CMM 암은 계속 발전되면 보다 정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수동 CMM 암은 여러 가지 측정 요건에 대해 충분한

정확도를 가지며 측정 기술 분야의 시장에서 성장하는 부문이다. 이와 같은 수동 암은 접근이 어려운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융통성을 갖는다. 수동 CMM 암은 많은 응용 장치에 있어서 양호한 정확성을 가지기는 하지만, 자동이 아니고, 특히

반이상 숙련된 작업자를 필요로 하므로 가동 비용이 높고, 작업자가 사람인 경우에는 사람에 따르기 마련인 오류가 생긴

다. 수동 CMM 암은 심코어(Cimcore, 미국 소재), 파로 테크놀로지스(Faro Technologies, 미국 소재), 로메르(Remer, 프

랑스 소재), 제트 메스 테크닉(Zett Mess Technik, 독일 소재) 및 오지피(OGP, 영국 소재) 등의 회사에서 제조하고 있다.

일례로, 이튼(Eaton)의 미국 특허 제3,994,798호, 라브(Raab)가 파로 테크놀로지스에 양도한 미국 특허 제5,402,582호,

이튼(Eaton)의 미국 특허 제5,829,148호, 및 라브(Raab)가 파로 테크놀로지스에 양도한 미국 특허 제6,366,831호에는 수

동 CMM 암에 대한 배경 기술에 대한 정보가 개시되어 있다. 수동 CMM 암의 조인트에 베어링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지되어 있는데, 라브(Raab)가 파로 테크놀로지스에 양도한 미국 공개 특허 공보 제2002/0087233호에 베어링과 관련한

배경 기술 정보가 개시되어 있다. 수동 CMM 암을 설계함에 있어서는 통상적으로는 조인트 1의 중심으로부터 탐침 팁까지

이르는 거리가 약 2미터로 제한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는 암을 사용하는 작업자가 둘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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듈형 수동 CMM 암의 설계에 있어서 여타의 모든 사항들은 동일한데, 기껏해야 정확도 정도가 길이에 반비례할 뿐이다. 라

브의 미국 특허 제6,366,831호에는, 수동 CMM 암은 현장에서 로봇 암의 절대 위치 정확도에 비해 통상적으로 10배 이상

의 절대 위치 정확도를 갖는다는 사실이 개시되어 있다. 로봇에 있어서 조인트 오정렬을 포함한 부정확성을 야기하는 인자

들 중의 일부 인자에 대해서는 미국 특허 제6,366,831호에서 언급하고 있다. 파로 테크놀로지스사와 로메르사에서 제조하

는 수동 CMM 암은 일반적으로 양손을 사용하는 1인의 작업자에 의해 작동된다. 작업자의 손 각각은 손으로 파지하고 있

는 수동 CMM 암의 부분에 대해 각기 다른 6자유도의 동작을 제공한다. 일부 숙련된 작업자는 어떤 응용 장치에 있어서는

한 손만을 필요로 할 수도 있다. 수동 CMM 암은 작업자가 루프를 닫는 폐쇄 루프 방식으로 제어되는 기기(mechanism)이

다. 이와 같은 제어 동작은, 단지 양손으로만 중력의 영향 하에서 다양하게 다른 공간적 배치 상태에 있는 6축 또는 7축을

제어해야 하는 숙련된 작업이다. 작업자가 수동 CMM 암을 잘못 조작해서 수동 CMM 암의 일부 또는 전체가 중력의 작용

을 받아서 충돌될 때까지나 혹은 작업자에 의해 멈춰질 때까지 가속되는 경우가 있다. 데이타를 획득하는 중에 작업자는

수동 CMM 암에 가변적이며 때에 따라서는 과도한 힘과 토크를 수동 CMM 암 출력측으로 가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측정

데이타의 정확도가 떨어진다.

[보정 및 유지 장치]

수동 CMM 암은 통상적으로는 상부 암에 대해 토크, 즉 상부 암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부 암에 상승력을 제공하게

되는 토크를 제공하는 제2 조인트에 조립된 보정 장치를 구비한다. 수동 CMM 암용의 보정 장치는, 모두가 파로 테크놀로

지스에 양도된, 라브 등의 미국 특허 제6,298,569호, 라브 등의 미국 특허 제6,253,458호, 및 라브 등의 미국 공개 특허 공

보 제2003/0167647호에 개시되어 있다. 여기서 의도한 바는, 암이 작업자가 들기에 훨씬 가벼워지게 한 것과 그에 따라

사용하기에 덜 피곤하게 한 것이다. 또한 의도하고 있는 바는 보다 많은 토크가 수동 CMM 암을 통해 전달되게 하는 것인

데, 이는 소정의 정확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보정 장치가 없는 상태에 비해서도 수동 CMM 암을 보다 더 무겁게 설계해

야 하는 것을 요한다. 로봇의 동력 소모와, 모터의 동력, 크기 및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는 로봇을 보정하는 것이 표준 실시

예이다. 미국 공개 특허 공보 제2003/0167647호에서는, 암이 하향으로 매달려 사용될 때에 암을 보정하기 위해 기계 가

공된 스프링 보정 장치가 제거되고, 반전되어 교체되는데, 이 과정은 공장에서 실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불편하

다. 일부 수동 CMM 암은 임의의 공간 중의 방향에서 암의 하나 이상의 축을 고정하는 유지 장치를 구비하는데, 그러한 유

지 장치에서는 암을 측정 장치들 사이에 내려놓을 필요가 없다. 세메코어(Cimecore, 미국 소재)에서 시판하는 3000시리

즈 수동 CMM 암에는, 축 2(제1 직교 힌지 축) 상의 보정 장치에 고정 장착된 활주 펙이 있는데, 펙이 구멍 안으로 활주하

여 들어가면 축 2가 위에 놓여 있는 보정 장치가 잠긴다. 여러 축 위에 있는 공압 브레이크가 제트 메스 테크닉 게엠베하

(Zett Mess Technik GmbH, 독일 소재)에 양도된 니츠(Neitz)의 국제 특허 출원 제PCT/EP01/01570호에 개시되어 있는

데, 그 공압 브레이크는 제트 메스 테크닉 게엠베하의 에이엠피지-피(AMPG-P) 수동 CMM 암 제품의 축 1 내지 4에 제공

되며, 무선 원격 제어 스위치에 의해 해제될 수 있으며 디스크 상에서 작동한다. 상기 공압 브레이크와 디스크는 수동

CMM 암에 바로 장착되므로, 수동 CMM 암에 무게를 더하게 되며 수동 CMM 암의 베어링을 통해 모멘트를 전달하게 되

고, 그에 따라 정확도와 사용성을 감소시키게 된다.

[수동 CMM 암 상의 광학 탐침]

수동 CMM 암 상의 광학 탐침에 대해서는 본 발명의 발명자이기도 한 크램톤에 의해서 국제공개공보 WO9705449호를 포

함한 여러 출원에서 개시하고 있다. 수동 CMM 암용의 광학 탐침은 여타의 회사들 중에서도 쓰리디 스캐너스, 로메르, 파

로 테크놀로지스, 퍼셉트론, 스타인비흐러(Steinbichler, 독일 소재), 펄스텍(Pulstec, 일본 소재), 크레온(Kreon, 프랑스

소재) 등에 의해 제공되거나 개발되고 있다. 광학 탐침은 일반적으로 수동 CMM 암의 측면 상에 편위되게 장착되거나 혹은

수동 CMM 암의 탐침 단부에 장착된다. 광의로는 점, 선, 면과 같은 세 가지 형태의 광학 탐침이 있다. 아직은 점 광학 탐

침, 선 광학 탐침, 그리고 면 광학 탐침용으로 측정되어야 정확도의 측정 방식을 정의하는 측정 정확도의 표준은 없다. 여

러 형태의 광학 탐침들 간의 정확도를 입증하고 비교를 실제로 가능하게 하는 표준 시험을 행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시장

상황이다. 광학 탐침은 정확해져 가고 있는데, 그 주된 이유는 측정 범위가 짧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광학 탐침은 20 내

지 400mmm의 수준의 측정 범위를 넘어서는 측정 데이타를 수집한다. 이러한 점은 때에 따라서는 수동 CMM 암의 목적과

동떨어져 있게 된다. 양호한 광학 탐침과 결합된 양호한 수동 CMM 암의 정확도는 이미 0.050mm(± 2 시그마)보다 낫고,

짧은 측정 범위에서는 0.010mm(± 2 시그마)보나 낫거나 0.002mm(± 2 시그마)보다 나을 수도 있다.

[수동 CMM 암 상의 광학 탐침의 동기화 및 보간법]

수동 CMM 암과 광학 탐침을 포함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각각으로부터의 측정치들은 출력 측정 데이타를 제공하도록 결합

된다. 본 발명의 발명자이기도 한 크램톤이 국제공개공보 WO9705449호에서 개시하는 바와 같이, 수동 CMM 암과 광학

탐침을 포함하는 시스템의 측정 정확도는 수동 CMM 암으로부터 나오는 측정치와 광학 팀침으로부터 나오는 측정치의 시

기를 동기화함으로써 증가된다. 상기 국제공개공보 WO9705449호에 추가로 개시하는 바와 같이, 선택적으로는, 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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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M 암과 광학 탐침을 포함하는 시스템의 측정 정확도는, 수동 CMM 암으로부터 나오는 각 측정치에 시각을 부여하고

광학 탐침으로부터 나오는 각 측정치에 시각을 부여하고 이어서 상기 두 세트의 측정치에 대해 보간법을 사용하여서 결합

된 세트의 측정치를 제공함으로써 향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종종 혼란이 발생하며 하나 이상의 측정치가 한

장치나 혹은 다른 장치에서 소실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사후적 보간법은 복잡해질 수 있다.

[로봇과 수동 CMM 암의 보정 및 정렬]

스넬(Snell)의 미국 특허 제5,687,293호에 개시된 바와 같이, 로봇은, 로봇 상의 기준 구(球) 또는 선단이 구형화 된 탐침

을 사용하여서, 상기 선단이 구형화 된 탐침을 로봇의 각기 다른 공간 배치에서 상기 기준 구와 수회 접촉하게 함으로써,

보정될 수 있는데, 6축 로봇 실시예용으로 39-파라미터 운동학 모델에 대해 개시되어 있다. 광학 탐침을 로봇에 정렬시키

는 것은 드 스멧(De Smet)의 미국 특허 제6,321,137B1호에 개시되어 있다. 수동 CMM 암을 수동으로 보정하는 방법은

파로 테크놀로지스에게 양도된 라브의 미국 특허 제5,402,582호에 개시되어 있다. 수동 CMM 암은 선적 전에 제조사에

의해 보정된다. 파로 테크놀로지스를 포함한 일부 제조업자들은 탐침이 교체될 때 마다 수동 CMM 암의 보정은 그대로 유

지하면서도 사용자가 매번 간단한 탐침 보정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오지피 유케이(OGP UK)는 폴라 수동 CMM 암

(Polar Manual CMM Arm)을 공급하고 있고, 사용자로 하여금 폴라 암의 구형 탐침이 안에 배치되는 다수의 원뿔을 갖춘

기준 인공물을 사용하여 간단한 방법으로 폴라 암과 탐침을 서로 완전히 보정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그들의 6축 폴라 암

용으로 39-파라미터 운동학 모델이 사용된다. 수동 CMM 암의 완전하고 정확한 수동 보정은 수시간이 소요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통상적으로 500개의 각기 다른 지점들을 기록해야 하는 수고를 요하는 과정이다. 각 지점은 사람에 따르기 마련

인 오차가 있게 된다. 각기 다른 작업자들은 수동 CMM 암을 각기 다른 위치에 유지시키고, 각기 다른 파지부를 통해 다른

토크를 인가시키고, 암에는 각기 다른 패턴의 부하와 굽힘 모멘트를 인가시키고, 그 결과 각기 다른 변형과 단부 경사가 야

기된다. 수동으로 보정되는 수동 CMM 암은 작업자가 그 암을 어떻게 유지하여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작동한다. 수

동 CMM 암은 반복하는 패턴의 부하와 굽힘 모멘트의 작용하에서라도 각 공간 방향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요구된다. 수동

CMM 암을 수동으로 보정하는 방법에서는 각기 다른 작업자가 사용할 때에라도 동일한 패턴의 부하와 굽힘 모멘트가 발생

할 수 있어야 할 것이 요구된다. 수동 CMM 암을 자동으로 보정하는 방법에서는 그 보정의 반복성과 정확성이 향상되어야

하고, 특히 현재의 수동 방법에 비해서 실제보다 많은 지점들이 기록될 수 있어야 하고 비용 측면에서도 유리해야 한다. 광

학 탐침을 수동 CMM 암으로의 정렬(보정 또는 수정(qualification)이라고도 알려져 있음)에 대해서는 본 발명의 발명자인

크램톤의 국제공개공보 WO9705449호에 개시되어 있다.

[로봇에 측정 장치 부착]

토우나이(Tounai) 등의 미국 특허 제5,392,384호에 개시된 바에 따르면, 6축 관절형 측정 장치의 팁을 로봇의 보정 목적

으로 로봇의 선단에 부착시키고 있다. 파로 테크놀로지스에 양도된 라브의 미국 특허 제6,535,794호에 개시된 바에 따르

면, 6축 관절형 측정 장치가 오차 도표를 생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로봇의 선단에 부착되어 있다. 비에그(Bieg) 등의 미국

특허 제6,519,860호에 개시된 바에 따르면, 3축 관절형 측정 장치가 로봇 또는 기계의 공간 내에서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

한 목적으로 로봇 또는 기계의 선단에 부착되어 있다. 이들 개시 내용 중에는 그 어느 것에도 물체를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개시 내용은 없다. 와흐부르그(Wahburg)의 국제공개공보 제98/27887호에 개시된 바에 따르면, 수술 로봇과

다중 조인트 센서 암이 기부에 부착되어 있고, 다중 조인트 센서 암은 환자에 대한 측정을 수동으로 행하는 데 사용되고,

로봇 프로그램이 그와 같은 측정치들에 기초하여 생성되어서, 로봇이 수술 관여하게 된다. 이와 같은 개시 발명에서, 측정

은 자동화되지 않았다. 굽힘과 열 팽창으로부터 변형을 받게 되는 로봇 암의 단부 지점의 위치 및/또는 방향을 측정하기 위

한 장치를 개시하는 두 종류의 종래 기술이 있다. 플레밍(Flemming)의 미국 특허 제4,119,212호에 개시된 바에 따르면,

양 단부에 평면 측각계(planar goniometer)가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는 단순한 무릎 관절 조인트가 이동하는 세그먼트의

단부의 위치를 관찰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이 장치는 평면에서 작동하는데 제한이 따르며 평면 굽힘을 측정하지 못한다.

따라서 3차원 공간에서의 위치와 방향을 측정할 수 없다. 슬로컴(Slocum)의 미국 특허 제4,606,696호에 개시된 바에 따

르면, 로봇 암의 단부의 위치 및 방향을 측정하는 장치는, 회전형 또는 선형 베어링에 의해 결합된 다수의 측정 링크들과,

회전 각도와 직선 이동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 장치를 포함한다. 측정 링크들은 로봇 암의 양쪽 단부 지점에서 핀 결합될 뿐

만 아니라 적어도 하나의 중간 힌지 조인트에서 로봇 암에 견고하게 핀 결합된다. 이와 같은 해결책은 6축 로봇에 있어서

는 12개의 정확한 회전 및 선형 측정 장치를 필요로 한다. 12개의 측정 장치로부터 누적되는 오차들은 정확한 3차원 측정

장치를 여전히 6축 로봇용으로 개발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에 의문을 품게 한다. 추가의 회전 및 선형 측정 장치를 요하지

않고 수반되는 오차 누적이 없는 보다 간단하고 견고한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상기 미국 특허 제4,119,212호와 미국 특

허 제4,606,696호에서는 로봇 암의 각 단부에 측정 장치를 견고하게 부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탐침에 견고하게 부착시

키는 것은 로봇 암의 단부의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탐침 단부에 견고하게 부착시키는 것은 로봇

암이 CMM 암을 위치시키는 데 사용되는 경우에는 필요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상기 미국 특허 제4,119,212호와

미국 특허 제4,606,696호는 그 어느 것도 장치 내에서 보정 정보를 사용하는 수단에 대해서 제시하는 바가 없다. 이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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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에는 좌표 측정기로 사용하는 장치에 대해서도 개시하는 바가 없다. 보정 정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장치가 어느 경우에나 현재의 응용 분야에서 요구되는 바와 같은 정확도에 근접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한

다.

[기타 배경 기술]

구치(Gooch)의 국제공개공보 제PCT/GB01/01590호의 발명에 개시된 바에 따르면, 로봇의 탐침 단부에 광학 탐침과 공

구가 모두 장착된 로봇이 도시되어 있는데, 이러한 로봇은 광학 탐침으로 측정하고 공구로 작동하는 것의 대체용으로 사용

될 수는 있지만 측정 정확도를 얻기 위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단점들을 갖는 광학 추적 시스템이 사용된다. 구치

(Gooch)의 국제공개공보 제PCT/GB01/01590호의 발명에 개시된 또 다른 사항에 따르면, 측정할 큰 물체 주위로 접근할

수 있도록 일례로 레일에 장착된 로봇이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추가로 개시하고 있는 것 역시 광학 추적의

단점을 갖는다. 파로(Faro) 사의 암을 사용하는 수동 표식 시스템과 쿠타(Kuta) 사에서 생산하는 산업용 로봇을 이용하는

로봇 표식 시스템이 상기 구치(Gooch)의 국제공개공보 제PCT/GB01/01590호의 발명에 개시되어 있는데, 이들 두 시스

템은 정확한 점이나 혹은 자동인 점 중 어느 한 장점은 가지지만 두 가지 장점을 다 갖지는 않는다. 본 발명의 발명자이기

도 한 크램톤의 국제특허공개 WO9705449호의 발명에는, 수동 CMM 암에 비접촉식 센서가 장착된 회전 테이블 상에서

물체를 수동으로 스캐닝하는 것에 대해서 개시되어 있다. 대형 물체의 밀링은 표준 5축 또는 6축 산업용 로봇에 의해 실행

되지만, 표준 산업용 로봇의 정확도에는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형성된 물체는 정확하지 않아서, 통상적으로는

각기 다른 방향으로 절삭 부위를 형성할 수 있는 수가공 마무리를 필요로 하게 된다.

대형 물체의 밀링은 일반적으로는 메코프 에스피아(Mecof spa, 이태리 소재)에서 제조하는 것과 같은 5축 머시닝 센터와

제이스(Zeiss) 사와 엘케이 툴(LK Tool) 사에서 제조하는 것과 같은 대형 5축 수평 암 CMM 상에서 정확하게 실행되는데,

기계 가공될 수 있는 물체의 종류는 직교 좌표 방식의 공작 기계에 의해 제한을 받게 되고, 일례로 수평 암은 구석부에서

굽혀질 수가 없다. 델칸(Delcan, 영국 소재) 사는 5축 산업용 로봇과 6축 산업용 로봇용으로 밀링 프로그램을 생성할 수 있

는 파워쉐이프(PowerShape)라는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다.

[정확도의 필요성]

사용자들은 계속해서 수동 CMM암의 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요구하고 있다. 수동 CMM 암에 있어서의 유의적 크기의 오

차는 작업자가 수동 CMM 암을 과도하게 압박하는 것과, 각기 다른 손 파지 위치를 통하여 암 상에 가해지는 다양한 모멘

트와, 베어링을 가로질러서 모멘트를 제공하게 되는 장착형 균형추로부터 비롯된다. 수동 CMM 암 상의 부하가 어떻게 유

지되고 있는지에는 무관하며 상당히 더 정확해진, 반복 가능성이 보다 우수한 수동 CMM 암에 대한 요구가 있다. 또한, 사

람에 의한 오차 제거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보다 정확한 보정 방법에 대한 요구도 있다.

[자동화의 필요성]

광학 탐침을 구비한 수동 CMM 암은 통상적으로는 한번에 여러 시간 동안 사용된다. 이와 같은 많은 사용 시간 동안에, 작

업자는 수동 CMM 암을 일정 거리에서 잡게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자세를 취하기가 거북한 위치에서 잡게 된다. 일정 거

리에서 지지하는 중량은 긴 수동 CMM 암인 경우는 수 킬로그램이 될 수 있다. 이는 작업을 어렵게 하며 많은 작업자들, 특

히 키가 작은 작업자로 하여금 쉬 피로하게 만드는데, 작업자의 피로는 공통적인 문제점으로서 질병을 야기하거나, 무기력

하게 하거나, 상해를 줄 수 있다. 수동 CMM 암으로 행해지는 많은 작업은 일회의 광학적 검사를 요하는 독특한 구성 부재

에 대한 것이다. 종종 검사할 표면으로 바로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작업자가 암을 조종하기 위해 올라갈 수 있도록

세워지는 임시의 갠트리가 필요하기도 하다. 스캐닝 중에 스캐닝 탐침과 물체 사이에 상대 운동이 존재하는 스캐닝 탐침을

보유하는 수동 CMM 암에서의 문제점은 이들이 충분히 정확하다 하더라도 시스템을 사용하기가 피곤하며 작업자의 오차

나 수동 CMM 암의 과도한 압박으로 인한 부정확한 데이타를 출력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

다.

[접근성의 필요]

측정할 물체의 형상과 가동 부재 상에서의 탐침으로의 접근성은 적용 장치에 따라 달라진다. 보다 넓은 점위의 물체 형상

으로의 접근이 충분할 정도의 융통성을 갖는 CMM이 보다 더 유용하다. 실제에 있어서, 강성 세그먼트에 의해 분리되어 있

는 6개 또는 7개의 조인트가 바람직한 일련의 조인트를 포함하는 관절형 암 CMM이 직교 축 형상의 CMM에 비해 더 융통

성이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밝혀진 사실이다. 또한 종래 기술의 상태에서 밝혀진 바로는, 직교 축 형상의 자동 CMM은

관절형 자동 로봇 암에 비해 그 정확도가 수 차원 이상으로 높다. 또한, 직교 축 형상의 자동 CMM은 조립 라인과 같은 제

조 환경에 위치시킴에 있어서는 관절형 자동 암 로봇에 비해 덜 적합하다는 점도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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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성의 필요]

이동형 수동 CMM 암이 1990년대 중반에 충분히 정확해진 이래로 그에 대한 구매 주문 수량이 약 5,000개에 달한 사실로

부터 드러난 바와 같이, 이동형 수동 CMM 암에 대한 의미 있는 요구가 생겼다. 이에 대응하여 이동형 자동 CMM 암에 대

한 요구가 있겠지만, 오늘날까지 아직 없다.

[강성의 필요]

수동 CMM 암은 보다 정확해지긴 했지만 강성은 덜하다. 기존 디자인의 수동 CMM 암은 사용 및 운송 중에 충격, 모멘트,

및 혹사에 노출되는 정밀 측정 시스템을 구비한다. 기존 디자인의 운송용 케이스는 정교하지 않아서 수동 CMM 암을 손상,

특히 충격에 노출시킨다. 강성의 이동형 수동 CMM 암에 대한 요구가 있으며, 운송 중에 충격이 수동 CMM 암에 가해짐으

로써 생기는 힘이나 모멘트를 최소화할 수 있는 운송용 케이스에 대한 요구가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종래 기술에 있어서, 플레밍(Flemming)은 평면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평면 굽힘은 고려되지 않은 측정 암이 부착된 로봇

에 대해 개시하고 있다. 슬로컴(Slocum)은 3차원 공간 내에서 작동을 위한 로봇 암용 측정 장치에 대해 개시하고 있다. 이

는 6축 로봇용으로는 12개의 회전 및 선형 측정 장치를 필요로 하고, 제조하기에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며, 누적 오차의

영향으로 정확도가 제한된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3차원 공간에서 작동하며 하나의 축에 하나의 측정 장치만을 필요로 하는, 즉 6축 CMM 암에는

6개의 각도 인코더를 필요로 하고 7축 CMM 암에는 7개의 각도 인코더를 필요로 하는, 외골격과 전동 수단을 구비한

CMM 암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른 외골격을 구비한 CMM 암은 슬로컴의 장치에 비해 상당히 더 견고하고 정확

하며, 플레밍의 장치의 한계였던 3차원 공간에서의 작동이 가능하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수동으로 작동되는 실시예

와 자동으로 작동되는 실시예 모두를 갖춘 외골격을 구비하는 CMM 암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데이타를 수집할 수 있는 외골격을 구비한 CMM 암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외골격을 구비한 CMM 암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있어서, 이동형 로봇 CMM 암은, 물체의 측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동 수단을 거쳐서 내부 CMM

암을 지지하고 조작하는 자동 외골격을 포함한다. 로봇 CMM 암과 내부 CMM 암은 기부에 견고하게 부착된다. 외골격과

내부 CMM 암은 동수의 축을 가지며 거의 동일한 조인트 축 방향과 조인트 센터를 갖는다. 로봇 CMM 암은 바람직하기로

는 6개나 혹은 7개의 축을 갖는다. 외골격과 내부 CMM 암 사이에는, 외골격이 내부 CMM 암을 구동하기도 하고 지지하기

도 하도록, 전동 수단이 마련된다. 전동 수단은 비강체이고, 내부 CMM 암의 탐침 단부는 외골격의 탐침 단부에 대해서 작

은 크기로 이동한다. 본 발명의 제1 실시예는 로봇 암의 탐침 단부와 측정 장치의 탐침 단부 사이의 견고한 부착을 필요로

하는 슬로컴의 장치 및 플레밍의 장치와는 기본적으로 다르다. 적어도 하나의 탐침이 내부 CMM 암의 탐침 단부에 장착된

다. 내부 CMM 암으로부터 나온 위치와 탐침으로부터 나온 측정치는 결합되고, 이와 같은 결합에 있어서의 모호성으로 인

한 부정확성을 피하기 위해서 유기적으로 변경되는 신규한 동기화 라벨과 방법이 제안된다. 로봇 CMM 암의 기부에 제어

박스가 결합된다. 슬립-링은 축선 방향의 축에 대해 회전을 제한할 수 있다. 로봇 CMM 암은 통상적으로는 20 내지 30Kg

이고 이동 가능하므로, 측정할 물체로 가져갈 수 있다.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의 또 다른 목적은 물체의 데이타를 측정하기

위하여 로봇 CMM 암을 위치시키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로봇 CMM 암에 대한 발명은 신규한 구조를 가지

며, 로봇이나 수동 CMM암이나 종래의 CMM 중 그 어느 것에서 가능하지 않았던 신규한 능력을 갖는다.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서, 산업용 로봇 CMM 암은 내부 CMM 암을 둘러싸는 외골격을 포함한다. 밀링과 같은 작업을 수

행하기 위한 공구가 산업용 로봇 CMM 암에 장착될 수 있다. 외골격과 내부 CMM암은, 내부 CMM 암이 공구의 위치를 측

정할 수 있고 기존에 있는 로봇에 비해서 공구를 공간 중에서 보다 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탐침 단부에 견고하게 부착

된다.

제3 실시예에서, 확실하게 지지되는 로봇 CMM 암은 정밀 측정의 목적을 가지고서 내부 CMM 암을 외골격으로부터 지지

하고 이동시키는 능동 전동 수단을 포함한다. 외골격은 내부 CMM 암을 대(臺)에 올려서 그 무게를 빼서 그에 작용하는 힘

과 모멘트를 현저하게 줄인다. 전동 수단은 비강체이며 내부 CMM 암의 탐침 단부는 외골격의 탐침 단부에 비해서 작은 크

기로 이동할 수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견고하게 지지된 로봇 CMM 암은 다른 형태의 로봇 CMM 암에 비해 보다 정확

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수정 실시예에서는, 내부 CMM 암과 외골격 사이에 공기 베어링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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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실시예에서는, 측정량, 모델링 양, 분석량, 화상 표시량, 및 피드백량이 제조 공정으로 귀결되게 하는 방법들을 개시한

다. 양측정 탐침이 로봇 CMM 암의 탐침 단부에 부착된다. 측정된 양을 측정할 물체의 CAD 모델과 결합시키는 수단도 제

공된다.

제5 실시예에서는, 가동형 로봇 CMM 암(mobile robot CMM arm)용 방법 및 장치에 대해 개시한다. 로봇 CMM 암은, 전

기 차량에 설치되고 한 측정 위치에서 다음 측정 위치로 움직일 수 있는 후퇴 가능한 다리를 구비한 삼발이에 장착된다. 이

는 대표적으로는 차량이나 항공기와 같은 대형 물체를 자동으로 스캐닝하는 데 사용되며 비용이 저렴하며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형의 수평 또는 브릿지형 CMM에 대한 보다 융통성 있는 대안이 된다.

제6 실시예에서는, 변위 가능한 외골격 실시예를 갖춘 로봇 CMM 암에 대해서 개시한다. 내부 CMM 암은 외골격으로부터

변위되고 로봇 프로그램을 생성시키는 데 있어 수동으로 사용된다. 내부 CMM 암은 외골격 내에 배치되고 이어서 로봇은

로봇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실행한다. 로봇 프로그램을 생성하기 위한 내부 CMM 암의 수동 조작은 교시 펜던트(teach

pendant)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종래의 방법에 비해서 더 빠르고 더 유용한 이점이 있다.

제7 실시예에서는, CMM 암과 로봇이 결합된 로봇 CMM 암에 대해 개시한다. CM암은 적어도 2개의 위치, 즉 탐침 단부와

중간 위치에서 로봇에 의해 지지된다. 본 실시예는 열원을 CMM 암의 근처에서부터 이동시키는 이점이 있다.

제 8 실시예에서는, 외골격을 귑하는 수동 CMM 암에 대해서 개시한다. 내부 CMM암은, 궁극적으로는 작업자에 의해 지지

되고 이동되는 외골격에 의해서 지지되고 구동된다. 현재의 수동 CMM 암에는, 측정 기능과, 동일한 암에서 취급하고 있는

작업자를 위한 자체 지지 기능 및 견고성이 결합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제8 실시예는 측정 기능을 내부 CMM 암에 두게 되

며 취급하고 있는 작업자를 위한 지지 및 견고성 기능은 외골격에 두게 된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외골격이 작업자에 의해

유지되는 방식에 있어서는, 내부 CMM 암의 부하가 반복 가능하고 보정 과정 중의 부하와 동일할 수 있도록, 내부 CMM 암

은 항상 각 공간 위치에서 정확히 동일한 방식으로 지지된다. 이와 같은 부하 패턴의 반복성이 의미하는 바는, 외골격을 구

비하는 수동 CMM 암은 기존의 수동 CMM 암 장치에 비해 보다 더 정확한 장치라는 것이다. 외골격에 편리한 위치이면 어

떠한 위치에라도 작업자가 무선 송신기를 구비한 버튼 장치를 부착시킬 수 있도록 하는 융통성 있는 버튼 수단이 마련되는

데, 그 시스템 안에는 무선 수신기가 일체로 형성된다. 내부 CMM 암을 예기치 않은 충격과 하중으로부터 완충시키기 위한

충돌 중지 수단이 제공된다. 탐침을 충돌로부터 보호하고 접촉 탐침에 대한 하중의 일부를 보정하기 위한 탐침 커버가 제

공된다. 부분 외골격을 갖춘 다수의 수동 CMM 암이 개시되는데, 이들은 외골격을 갖춘 수동 CMM 암에 비해서 보다 더 소

형이고, 상당한 정확도를 가지면서도 특히 손목과 탐침 영역에서의 취급성이 향상된다. 외골격과 다수의 각기 다른 접촉식

및 비접촉식 탐침을 구비한 수동 CMM 암용의 측정 방법이 제공된다. 외골격을 갖춘 수동 CMM 암용의 자동 보정 장치 및

방법에 대해서 개시한다. 외골격을 갖춘 수동 CMM 암을 운송하는 중에 그에 가해지는 충격의 크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부하 산개 기구(load spread mechanism)를 갖춘 운송용 케이스가 제공된다.

제9 실시예에서, 유지 외골격을 구비한 수동 CMM 암에 대해 개시한다. 외골격 내의 하나 이상의 조인트는 브레이크에 의

해 잠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작동 중간에 작동 중지를 필요로 하는 작업자가 암을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고정시킬

수는 있으면서도 암을 휴지 위치로 되돌려 놓을 필요성은 없다는 것이다. 종래의 제동 시스템은 CMM 암을 통해서 작용하

여 CMM 암 상에 부하를 가하였지만, 본 발명의 이와 같은 실시예는 내부 CMM 암에 아무런 부하도 가하지 않으면서 외골

격에 작용하는 이점이 있다.

제10 실시예에서는, 본 발명의 내골격(endoskeleton) 실시예를 구비한 수동 CMM 암에 대해 개시한다. CMM 암은 지지

내골격의 외부에 있다. 종래의 장치에 있어서는, 균형추 기능은 로메르의 장치와 심코어의 장치에서처럼 암에 평행하면서

그 외부에 있거나, 굽힘 모멘트가 암을 가로지르도록 암에 매립된다. 본 발명은 보정 기능을 CMM 암 내측에 은닉시키며

암을 가로질러서 굽힘 모멘트를 인가하지 않고도 보정할 수 있다.

제11 실시예에서, 내골격을 구비한 로봇 CMM 암에 대해 개시한다. CMM 암은 지지 및 구동 로봇 내골격의 외부에 있다.

첫 번째 이점은 외부 CMM 암이 모든 구동기를 은닉시킴으로써, 접근이 제한적인 응용 분야에서도 적합한 암을 제공한다

는 점이다. 두 번째 이점은 외부 CMM 암이 보다 큰 부분을 가지며 덜 굽혀지고, 그에 따라 보다 더 정확해진다는 점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6축 로봇 CMM 암의 개략도이다.

도 1b는 7축 로봇 CMM의 개략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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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c는 로봇 CMM 암 시스템의 배치도이다.

도 2는 외골격 및 CMM 암의 조인트 및 세그먼트의 개략도이다.

도 3은 로봇 CMM 암의 도달 거리의 개략도이다.

도 4는 광학 탐침을 구비한 로봇 CMM 암의 실제 도달 거리의 개략도이다.

도 5a는 긴 CMM 세그먼트의 개략도이다.

도 5b는 짧은 CMM 세그먼트의 개략도이다.

도 5c1은 CMM 세그먼트8의 개략도이다.

도 5c2는 외팔보와 인라인 직교 조인트의 두 가지 선택 사양의 개략도이다.

도 5d는 기부의 개략도이다.

도 5e는 별도로 장착된 별도의 기부 세그먼트의 배치도이다.

도 5f는 동일면에 장착된 별도의 기부 세그먼트의 배치도이다.

도 5g는 한 면에 장착된 외골격의 배치도이다.

도 5h는 공통 기부의 배치도이다.

도 6은 스탠드의 개략도이다.

도 7a는 진동 차단 테이블에 장착된 로봇 CMM 암의 배치도이다.

도 7b는 로봇 CMM 암이 장착된 바닥의 배치도이다.

도 7c는 바닥에 매립된 표면 판에 장착된 로봇 CMM 암의 배치도이다.

도 7d는 직선 레일에 장착된 로봇 CMM 암의 배치도이다.

도 7e는 수평 레일에 장착된 2개의 독립된 로봇 CMM 암의 배치도이다.

도 7f는 수평으로 가로지르는 수직 축에 장착된 로봇 CMM 암의 배치도이다.

도 7g는 움직이는 다중 암 기부에 장착된 로봇 CMM 암의 배치도이다.

도 7h는 물체에 장착된 로봇 CMM 암의 배치도이다.

도 7i는 처리기에 인접하게 장착된 로봇 CMM 암의 배치도이다.

도 7j는 여러 개의 처리기 사이에 장착된 로봇 CMM 암의 배치도이다.

도 7k는 여러 작업 영역들 사이에 장착된 로봇 CMM 암의 배치도이다.

도 7l은 물체 위의 브릿지에 장착된 로봇 CMM 암의 배치도이다.

도 7m은 회전형 테이블에 장착된 물체에 인접한 로봇 CMM 암의 배치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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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n은 선형 테이블에 장착된 물체에 인접한 로봇 CMM 암의 배치도이다.

도 8a는 벽에 장착된 로봇 CMM 암의 배치도이다.

도 8b는 갠트리에 장착된 로봇 CMM 암의 배치도이다.

도 8c는 경사 플랫폼에 장착된 로봇 CMM 암의 배치도이다.

도 8d는 수평 암 CMM에 장착된 로봇 CMM 암의 배치도이다.

도 8e는 이동하는 브릿지 CMM에 장착된 로봇 CMM 암의 배치도이다.

도 8f는 회전하는 쐐기에 장착된 로봇 CMM 암의 배치도이다.

도 9는 사진 측량 추적기를 구비한 로봇 CMM 암의 배치도이다.

도 10은 로봇 CMM 암 시스템의 상세 배치도이다.

도 11a는 로봇 CMM 암의 아키텍쳐(architecture)의 선도이다.

도 11b는 로봇 CMM 암의 선택적인 아키텍쳐(architecture)의 선도이다.

도 12a는 인코더의 개략도이다.

도 12b는 이중 패턴 인코더의 개략도이다.

도 12c는 이중 패턴 인코더 맵핑 장치의 개략도이다.

도 12d는 축과 패턴 센터의 개략도이다.

도 13a는 공기류의 강제 순환을 나타내는 개략도이다.

도 13b는 고관성 로봇 CMM 암과 저관성 로봇 CMM 암의 개략도이다.

도 14는 모든 전동 수단의 위치를 나타내는 개략도이다.

도 15는 세그먼트8 전동 수단의 위치를 나타내는 개략도이다.

도 16은 회전 억제 수단의 개략도이다.

도 17은 반경 반향 전동 수단의 2개 단면 부분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18은 비틀림 전동 수단의 2개 단면 부분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19는 보정 장치의 개략도이다.

도 20은 축 방향 조인트에 있는 강성 리미트와 리미트 스위치의 개략도이다.

도 21a 및 도 21b는 직교 조인트에 있는 강성 리미트의 개략도이다.

도 21c는 로봇 CMM 암과 수동 CMM 암에 있어서의 축 분리를 나타내는 개략도이다.

도 22는 베어링의 개략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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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3은 내부 CMM 암의 탐침 단부의 한 투시면과 한 단면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24는 탐침 단부에 장착된 접촉 트리거 탐침의 종단면도이다.

도 25는 탐침 단부에 장착된 광학 탐침의 종단면도이다.

도 26은 광학 탐침 및 브라켓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27a는 탐침의 아키텍쳐의 선도이다.

도 27b는 세 개의 케이블에 연결된 하나의 탐침과 하나의 탐침 박스의 개략도이다.

도 27c는 로봇 CMM 암의 외부에서 탐침 박스가지 연장되는 하나의 케이블을 갖는 탐침의 배치도이다.

도 27d는 로봇 CMM 암을 통해 연결된 탐침 박스를 구비한 탐침의 배치도이다.

도 28은 스트라이프 탐침의 원리를 나타내는 2가지 개략도이다.

도 29는 스트라이프 탐침 스캐닝의 개략도이다.

도 30은 스트라이프의 측정 영역의 개략도이다.

도 31은 한 조각의 스트라이프의 개략도이다.

도 32는 다수의 중첩 조각의 개략도이다.

도 33a는 2 투시형 스트라이프 탐침의 개략도이다.

도 33b는 계단형 물체를 스캐닝하는 2 투시형 스트라이프 탐침의 개략도이다.

도 34a는 2-스트라이프 탐침의 개략도이다.

도 34b는 계단형 물체의 수직 벽을 스캐닝하는 2-스트라이프 탐침의 개략도이다.

도 35는 랩탑용 플랫폼의 개략도이다.

도 36은 펜던트의 개략도이다.

도 37은 작업자에게 씌워진 헤드셋의 개략도이다.

도 38a는 로봇 CMM 암 상의 버튼의 배치도이다.

도 38b는 풋스위치의 배치도이다.

도 38c는 스트랩이 있는 원격 제어기의 배치도이다.

도 39는 좌표 시스템의 배치도이다.

도 40은 콘트롤 인쇄회로기판의 아키텍쳐의 선도이다.

도 41a는 조인트 인쇄회로기판의 아키텍쳐의 선도이다.

도 41b는 조인트 인쇄회로기판에서의 위치 평균화를 나타내는 선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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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1c는 인코더 계수와 트리거 펄스의의 타이밍 선도이다.

도 41d는 위치 평균화 처리의 흐름도이다.

도 41e는 스트레인 게이지 시스템의 선도이다.

도 42는 탐침을 마스터로 한 동기화 처리의 흐름도이다.

도 43a, 43b, 도 43c는 탐침 측정용 타이밍 선도이다.

도 44는 트리거된 탐침 측정의 지연을 나타내는 타이밍 선도이다.

도 45는 탐침을 슬레이브로 한 동기화 처리의 흐름도이다.

도 46은 시간 각인 측정 과정의 흐름도이다.

도 47은 융기된 인공물을 스캐닝하는 탐침의 개략도이다.

도 48은 융기된 인공물의 +X 및 -X 스캔을 나타내는 선도이다.

도 49는 보정 설비의 배치도이다.

도 50은 보정 인공물의 개략도이다.

도 51a는 보정 인공물을 위치시키는 것을 나타내는 위치 선도이다.

도 51b는 회전형 축을 구비한 보정 설비의 배치도이다.

도 52는 측정 과정의 흐름도이다.

도 53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산업용 로봇 CMM의 개략도이다.

도 54는 하이브리드형 6/7 축 산업용 로봇 CMM 암의 개략도이다.

도 55는 다중 로봇 CMM 암 셀 내의 전체 좌표 시스템 인공물의 개략도이다.

도 56은 특성 검사 과정의 흐름도이다.

도 57은 표면 검사 과정의 흐름도이다.

도 58은 공구 작동 과정의 흐름도이다.

도 59a는 검사 및 공구 조정 과정의 흐름도이다.

도 59b는 구성 부재 조정 과정의 흐름도이다.

도 60은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견고하게 지지된 로봇 CMM 암의 개략도이다.

도 61은 능동 축 지지체를 구비한 반경 방향 능동 전동 수단의 개략도이다.

도 62는 능동 축방향 지지체 및 반경 방향 지지체를 구비한 비틀림 능동 전동 수단의 개략도이다.

도 63은 능동 반경 방향 지지체를 구비한 능동 전동 수단의 개략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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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4는 능동 지지 콘트롤 시스템의 개략도이다.

도 65는 능동 지지체를 구비한 콘트롤 루프의 개략도이다.

도 66은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에 따른 양 측정 과정의 흐름도이다.

도 67은 양 모델링 과정의 흐름도이다.

도 68은 양 분석, 영상 표시 및 피드 백 과정의 흐름도이다.

도 69는 본 발명의 제5 실시예에 따른 가동 로봇 CMM 암(mobile robot CMM arm)의 개략도이다.

도 70은 가동 로봇 CMM 암 설치를 위한 바닥 계획도이다.

도 71은 기준 콘 설치의 개략도이다.

도 72는 기준 콘 위치, 목표물 위치 및 테이프 위치를 위한 데이타 구조이다.

도 73은 가동 로봇 CMM 암의 준비 과정의 흐름도이다.

도 74는 가동 로봇 CMM 암의 측정 과정의 흐름도이다.

도 75는 본 발명의 제6 실시예에 따른 변위 가능한 외골격을 구비한 로봇 CMM 암의 개략도이다.

도 76은 슬롯이 형성된 튜브형 로봇 세그먼트의 개략도이다.

도 77은 스플릿 베어링 전동 수단의 개략도이다.

도 78은 변위 가능한 외골격을 구비한 로봇 CMM 암의 측정 과정의 흐름도이다.

도 79는 결합된 로봇 CMM 암의 개략도이다.

도 80a는 외골격 시스템을 구비한 수동 CMM 암의 배치도이다.

도 80b는 외골격 시스템이 휴지 상태에 있는 수동 CMM 암의 개략도이다.

도 81은 탐침 커버의 개략도이다.

도 82a는 광학 탐침 커버의 개략도이다.

도 82b는 손잡이 역할을 하는 광학 탐침 커버의 개략도이다.

도 83a는 부분 외골격의 개략도이다.

도 83b는 연장된 부분 외골격의 개략도이다.

도 83c는 각기 다른 내부 CMM 위치와 외골격 조인트 위치를 갖는 연장된 보호형 부분 외골격의 개략도이다.

도 83d는 수동 접촉 측정 과정의 흐름도이다.

도 83e는 자동 접촉 측정 과정의 흐름도이다.

도 83f는 비접촉 스캐닝 과정의 흐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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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3g는 접촉 스캐닝 과정의 흐름도이다.

도 83h는 모듈형 로봇 보정 장비의 개략도이다.

도 83i는 외장형 로봇 보정 장비의 개략도이다.

도 84는 운송용 케이스의 개략도이다.

도 85는 외골격 시스템을 갖춘 수동 CMM 암의 배치도이다.

도 86a는 작용력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비지지 수동 CMM 암의 개략도이다.

도 86b는 작용력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외골격을 구비한 수동 CMM 암의 개략도이다.

도 86c는 작용력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내골격을 구비한 수동 CMM 암의 개략도이다.

도 87은 로봇 내골격과 외장형 CMM 암의 조인트와 세그먼트들을 도시하는 개략도이다.

실시예

[제1 실시예]

<이동식 로봇 CMM 암>

본 발명의 외골격을 구비한 CMM 암의 제1 실시예는 이동식 로봇 CMM 암이다. 본 발명의 이동식 로봇 CMM 암 실시예는

외골격에 의해 안내되는 내부 CMM 암을 포함한다. 외골격은 전동 수단을 거쳐서 내부 CMM 암을 지지하고 조작하고, 그

에 따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게 된다. 본 발명은 많은 로봇 CMM 암을 관절형 암으로 배치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 발명

의 제1 실시예에 따른 로봇 CMM 암의 바람직한 두 가지 배치예로는, 6 조인트를 구비한 6 축 및 7 조인트를 구비한 7 축

이 있다.

<로봇 CMM 암 조인트 및 세그먼트 배치>

도 1a 및 도 1b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로봇 CMM 암(1)용으로 바람직한 예인 6축 및 7축 배치예를 나타내는 개

략도이다. 관절형 로봇 CMM 암(1)은 기부 단부(2)와 탐침 단부(3)를 구비하고 이들 두 단부 사이에 일련의 세그먼트와 회

전 조인트를 포함하고 있다. 조인트에는 두 가지 종류의 조인트, 즉 축 방향 조인트와 직교 조인트가 있다. 축 방향 조인트

(도 1a 및 도 1b에서 도면 부호 A로 표시됨)는 두 개의 인접하는 세그먼트의 공동 축선을 중심으로 회전한다. 직교 조인트

(도 1a 및 도 1b에서 도면 부호 O로 표시됨)는 두 개의 인접하는 세그먼트 사이에서 힌지로서 회전한다. 도 1a에서, 기부

단부(2)에서 탐침 단부(3)까지의 조인트의 종류를 그 순서대로 나태내면 AOOAOA이고 이들 각각을 조인트 중심(21, 22,

23, 24, 25, 26, 27)으로 나타낸다. 도 1b에서, 기부 단부(2)에서 탐침 단부(3)까지의 조인트의 종류를 그 순서대로 나태내

면 AOAOAOA이고 이들 각각을 조인트 중심(21, 22, 23, 24, 25, 26, 27)으로 나타낸다. 6 축 배치예는 비용이 저렴한 이

점이 있다. 7 축 배치예는 복잡한 물체로의 접근 융통성이 향상되는 이점이 있다.

도 1b의 바람직한 7 축 로봇 CMM 암(1)의 배치예를 본 발명의 로봇 CMM 암(1)의 제1 실시예에서 설명하고 있지만, 본

발명은 이와 같은 배치예나 도 1a의 6 축 배치예에 제한되지 않고 7개보다 많거나 적은 조인트를 가질 수 있다. 간단한 응

용 장치에서는, 3 조인트로도 충분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이동 회전 축에만 제한되지도 않는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기부

단부(2)가 바람직하게 부착되는 선형 이동 축을 하나 이상 포함할 수도 있다.

도 1c는 케이블(152)로 랩탑(151)에 연결된 로봇 CMM 암(1)을 포함하는 로봇 CMM 암 시스템(150)을 도시하고 있다. 로

봇 CMM암(1)은 기부 단부(2)와 탐침 단부(3)을 구비한다. 로봇 CMM 암은 지면(7)에 장착된다. 탐침(90)은 로봇 CMM 암

(1)의 탐침 단부(3)에 장착된다. 광학 탐침(91)도 로봇 CMM 암(1)의 탐침 단부(3)을 향하여 장착된다. 로봇 CMM 암(1)은

기부(4), 내부 CMM 암(5), 외골격(6), 및 전동 수단(10)을 포함한다. 측정할 물체(9)는 지면(7)에 위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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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로봇 CMM 암(1)의 두 개의 주요 부품, 즉 내부 CMM 암(5) 및 공통의 기부(4)와 공통의 조인트 중심(21, 22, 23,

24, 25, 26)을 공유하는 외골격(6)을 나타낸다. 내부 CMM 암(5)은 세그먼트(32, 33, 34, 35, 36, 37, 38)를 포함하는데,

이들 각각을 본 명세서에서는 편의상 CMM 세그먼트2 ~ CMM 세그먼트8이라 칭한다. CMM 세그먼트 8(38)은 로봇

CMM 암(1)의 탐침 단부(3)에 도달한다. 공통의 기부(4)를 CMM 세그먼트1(31)이라고도 칭한다. 내부 CMM 암(5)은 추가

로 조인트(51, 52, 53, 54, 55, 56, 57)를 포함하는데, 이들 각각도 본 명세서에서는 편의상 CMM 조인트1 ~ CMM 조인트

7이라 칭한다. 외골격(6)은 세그먼트(42, 43, 44, 45, 46, 47, 48)를 포함하는데, 이들 각각을 본 명세서에서는 외골격 세

그먼트2 ~ 외골격 세그먼트8이라 칭한다. 외골격 세그먼트8(48)은 로봇 CMM 암(1)의 탐침 단부(3)에 도달하지 않는다.

공통의 기부(4)를 외골격 세그먼트1(41)이라고도 칭한다. 외골격(6)은 추가로 조인트(61, 62, 63, 64, 65, 66, 67)를 포함

하는데, 이들 각각을 본 명세서에서는 외골격 조인트1 ~ 외골격 조인트7이라고 칭한다. 로봇 CMM 암(1)은 내부 CMM 암

(5)을 외골격(6)에 장착시키는 전동 수단(72, 73, 74, 75, 76, 77, 78)도 포함하는데, 이들 각각을 본 명세서에서는 전동 수

단2 ~ 전동 수단8이라 칭한다. 전동 수단(72)은 CMM 세그먼트2(32)를 외골격 세그먼트2(42)로 장착시킨다. 전동 수단3

(73)은 CMM 세그먼트3(33)을 외골격 세그먼트3(43)에 장착시키고, 나머지 전동 수단4 ~ 전동 수단8(74, 75, 76, 77,

78)도 위와 마찬가지로 그에 대응하는 CMM 세그먼트들을 대응하는 외골격 세그먼트에 장착시킨다.

<내부 CMM 암 조인트 및 세그먼트 배치>

로봇 CMM 암(1) 내의 내부 CMM 암(5)의 세그먼트와 조인트들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명명되고 배치된다.

 세그먼트  명칭  위치 설명  상대 길이

 CMM 세그먼트1  기부  기부와 조인트1 사이  짧다

 CMM 세그먼트2  어깨  조인트1과 조인트2 사이  짧다

 CMM 세그먼트3  상부 암  조인트2와 조인트3 사이  길다

 CMM 세그먼트4  엘보  조인트3과 조인트4 사이  짧다

 CMM 세그먼트5  하부 암  조인트4와 조인트5 사이  길다

 CMM 세그먼트6  손  조인트5와 조인트6 사이  짧다

 CMM 세그먼트7  손목  조인트6과 조인트7 사이  짧다

 CMM 세그먼트8  탐침  조인트7과 탐침 단부 사이  짧다

 조인트  명칭  형태  회전

 CMM 조인트1  기부  축방향  360도 이상

 CMM 조인트2  어깨  직교  180도 이상

 CMM 조인트3  앞-엘보  축방향  360도 이상

 CMM 조인트4  엘보  직교  180도 이상

 CMM 조인트5  앞-손목  축방향  360도 이상

 CMM 조인트6  손목  직교  180도 이상

 CMM 조인트7  센서  축방향  360도 이상

도 3을 참고하면, 로봇 CMM 암(1)의 도달 거리(80)는 CMM 조인트3 내지 CMM 조인트 7이 회전하여 거리를 최대로 할

때의 조인트 중심2(22)로부터 CMM 세그먼트(38)의 탐침 단부(3)까지로 정의된다. 로봇 CMM 암(1)의 도달 거리(80)의

크기에는 CMM 세그먼트3(33)과 CMM 세그먼트5(55)의 길이의 합이 포함된다.

도 4를 참고하면, 광학 탐침(919)이 CMM 세그먼트8(38)에 장착된 경우에, 상기 도달 거리(80)는, CMM 세그먼트3(38)의

탐침 단부(3)와 측정이 행해지는 측정 깊이의 광학 측정 중간 지점(82) 사이의 거리의 실제 도달 거리 81만큼 증가한다.

CMM 세그먼트 각각은 고 강성을 갖는다. 내부 CMM암(5)에 가해져서 세그먼트에 굽힘이나 비틀림을 야기하는 하중은 내

부 CMM 암(5)의 정확도를 떨어뜨린다. 중력이 그러한 하중의 지속적인 근원이며 중력의 영향은 로봇 CMM 암(1)의 각기

다른 공간 내 방향에서 각기 다르다. 정상 사용 중에 로봇 CMM 암의 긴 CMM 세그먼트에 가해지는 통상적인 최대 각 비틀

림 경사는 0.25 아크-초(arc-second)이지만, 특히 CMM 세그먼트의 길이에 따라서는 그 보다 작거나 클 수 있다. 정상 사

용 중에 로봇 CMM 암의 긴 CMM 세그먼트에 가해지는 통상적인 최대 각 굽힘 경사는 0.5 아크-초(arc-second)이지만,

특히 긴 CMM 세그먼트의 재질, 길이 및 직경에 따라서는 그 보다 작거나 클 수 있다.

각 CMM 세그먼트는 다음과 같은 하나 이상의 중요한 부품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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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그먼트  부품  조인트  설명

 CMM 세그먼트1  기부  1  기계 가공 항공기 알루미늄

 CMM 세그먼트2  어깨  1, 2  기계 가공 항공기 알루미늄

CMM 세그먼트3
하우징

링크

하우징

2

0

3

기계 가공 항공기 알루미늄

직조 탄소 섬유

기계 가공 항공기 알루미늄

 CMM 세그먼트4  엘보  3, 4  기계 가공 항공기 알루미늄

CMM 세그먼트5
하우징

링크

하우징

4

0

5

기계 가공 항공기 알루미늄

직조 탄소 섬유

기계 가공 항공기 알루미늄

 CMM 세그먼트6  손  5, 6  기계 가공 항공기 알루미늄

 CMM 세그먼트7  손목  6, 7  기계 가공 항공기 알루미늄

 CMM 세그먼트8  탐침  7  기계 가공 항공기 알루미늄

도 5a를 참고하면, CMM 세그먼트3(53) 및 CMM 세그먼트5(35)는 하나의 조인트를 각각 하우징하고 있는 2개의 단부 하

우징(100, 101)들 사이에 직경(108)과 벽 두께(109)를 갖는 링크 부재(102)를 포함한다. 도 5b를 참고하면, CMM 세그먼

트2(32), CMM 세그먼트4(34), CMM 세그먼트6(36), 및 CMM 세그먼트7(37)은 각 단부에 하나씩 2개의 조인트를 하우징

하는 이중 하우징(103)을 포함한다. 도 5c1을 차고하면, CMM 세그먼트8(38)은 한 단부에서는 CMM 조인트7(57)을 하우

징하고 탐침 단부(3)에서 끝나는 탐침(90)이 부착된 타 단부에는 CMM 탐침 장착 수단(39)을 하우징하는 탐침 단부 하우

징(105)을 포함한다. CMM 조인트2(52), CMM 조인트4(54), 및 CMM 조인트6(56)용의 직교 조인트를 제공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다른 선택적인 사양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 5c2를 참고하면, 외팔보(cnatilever) 선택 사양과 인라인(in-

line) 선택 사양이 CMM 조인트2(52)용으로 도시되어 있다. CMM 조인트2(52), CMM 조인트4(54), 및 CMM 조인트6(56)

용의 양호한 선택 사양은 인라인 방식이다. 로봇 CMM 암(1)의 범위는 이와 같은 조인트의 선택 사양 어느 것에도 제한되

지 임의의 기타 디자인의 직교 조인트도 포함할 수 있다.

<외골격 조인트 및 세그먼트 배치>

로봇 CMM 암(1) 내의 외골격(6)의 세그먼트와 조인트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명명되고 배치된다.

 세그먼트  명칭  위치 설명  상대 길이

 외골격 세그먼트1  기부  기부와 조인트1 사이  짧다

 외골격 세그먼트2  어깨  조인트1과 조인트2 사이  짧다

 외골격 세그먼트3  상부 암  조인트2와 조인트3 사이  길다

 외골격 세그먼트4  엘보  조인트3과 조인트4 사이  짧다

 외골격 세그먼트5  하부 암  조인트4와 조인트5 사이  길다

 외골격 세그먼트6  손  조인트5와 조인트6 사이  짧다

 외골격 세그먼트7  손목  조인트6과 조인트7 사이  짧다

 외골격 세그먼트8  탐침  조인트7로부터 연장  짧다

 조인트  명칭  형태  회전  브레이크

 외골격 조인트1  기부  축방향  360도 이상  없음

 외골격 조인트2  어깨  직교  180도 이상  있음

 외골격 조인트3  앞-엘보  축방향  360도 이상  있음

 외골격 조인트4  엘보  직교  180도 이상  있음

 외골격 조인트5  앞-손목  축방향  360도 이상  있음

 외골격 조인트6  손목  직교  180도 이상  있음

 외골격 조인트7  센서  축방향  360도 이상  있음

각 외골격 세그먼트는 다음과 같은 하나 이상의 중요한 부품들을 포함한다.

 세그먼트  부품  조인트  설명

 외골격 세그먼트1  기부  1  기계 가공 항공기 알루미늄

 외골격 세그먼트2  어깨  1, 2  기계 가공 항공기 알루미늄

외골격 세그먼트3
하우징

링크

하우징

2

0

3

기계 가공 항공기 알루미늄

알루미늄 튜브

기계 가공 항공기 알루미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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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골격 세그먼트4  엘보  3, 4  기계 가공 항공기 알루미늄

외골격 세그먼트5
하우징

링크

하우징

4

0

5

기계 가공 항공기 알루미늄

알루미늄 튜브

기계 가공 항공기 알루미늄

 외골격 세그먼트6  손  5, 6  기계 가공 항공기 알루미늄

 외골격 세그먼트7  손목  6, 7  기계 가공 항공기 알루미늄

 CMM 세그먼트8  탐침  7  기계 가공 항공기 알루미늄

<기부 배치>

도 5d를 참고하면, 기부(4)는, 조인트 중심(21)이 표준 3.5인치 강성 나사(116)에 의해 장착 판(8) 안으로 나사 체결된

CMM 조인트1(51)을 하우징 하는 CMM 세그먼트1(31)과, 조인트 중심(21)이 CMM 세그먼트1(31)에 볼트(106)으로 견

고하게 장착되어 있는 외골격 하우징(61)을 하우징하는 외골격 세그먼트(41)를 포함한다. 장착 판(8)은 장착 볼트(107)와

같은 장착 수단(104)에 의해 지면(7)에 설치된다. 내부 CMM 암(5)과 외골격(6)은 각각 기부 세그먼트(31, 41)를 구비한

다.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서, 외골격 세그먼트1(41)은 카운터-보어 볼트(106)로 CMM 세그먼트1(31)에 견고하게 부착

된다. 도 5e를 참고하면, 로봇 CMM 암(1)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는 CMM 세그먼트1(31)이 외골격 세그먼트1(41)에 부

착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하여 CMM 세그먼트1(31)을 제1 지면(7a)에 장착시키고 외골격 세그먼트1(41)을 제2 지면

(7b)에 장착시킬 수 있다. 도 5f를 참고하면, 로봇 CMM 암(1)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서는 CMM 세그먼트1(31)과 외골

격 세그먼트1(41) 모두를 동일한 지면(7)에 서로 독립되게 장착시킬 수 있다. 지면(7)과 기부(2) 사이에 기부 연장 부분을

제공하게 되면 CMM 조인트1(51)은 지면(7) 위에서 높이 상승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부 연장 부분은 열팽창 계수가 통상

적으로 0.075ppm/℃로서 낮은 직조 탄소 섬유로 제조된 경량 튜브에 기초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지면(7)에 대해 기

부 연장 튜브를 구비하는 로봇 CMM 암(1)의 측정치는 온도 변화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도 5g를 참고하면,

로봇 CMM 암(1)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서 CMM 세그먼트1(31)은 지면(7)에 장착된 외골격 세그먼트1(41)에 견고하게

혹은 유연하게 장착될 수 있다. 도 5h를 참고하면, 로봇 CMM 암(1)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서 CMM 세그먼트1(31)과 외

골격 세그먼트1(41)은, CMM 세그먼트2(31)와 외골격 세그먼트2(42)가 CMM 조인트1(51)과 외골격 조인트1(61) 각각을

거쳐서 장치되어 있는 지면(7)에 장착된 동일 기부(4)가 될 수 있다.

<로봇 CMM 암 도달 거리>

본 발명의 로봇 CMM 암(1)은 본 제1 실시예에서는 각기 다른 도달 거리를 갖는 일정 범주의 이동형 로봇 CMM 암으로서

제공된다. 이동형 로봇 암의 도달 거리(80)는 0.6m 내지 3m 사이에서 변동한다. 본 발명의 범주는 이와 같은 범위의 도달

거리에 한정되지 않고 도달 거리(80)는 0.6m 보다 작거나 3m보다 클 수 있다.

<내부 CMM 암 구조>

(강성과 무게)

본 발명의 목적은 내부 CMM암(5)의 무게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의해 결국은 내부 CMM 암(5)을 이동시키는 데

있어 강성과 모터 동력이 덜 필요하기 때문에 이동형 로봇 CMM 암(1)의 무게가 최소화되고, 그에 따라 로봇 CMM 암(1)

의 이동성이 보다 더 나아진다. 내부 CMM 암(5)으로부터 100g의 질량이 제거되면 로봇 CMM 암(1)의 구성으로부터는 약

250 내지 400g의 무게가 제거된다는 유리한 승수 효과가 있음이 경험에 의해 밝혀졌다. 중간 도달 거리에 있는 내부

CMM 암(5)의 이동 부재의 통상적인 무게는 2.5 내지 4Kg이다. 외골격(6)은 내부 CMM 암(5)에 가해지는 응력, 특히 내부

CMM 암 조인트(51 내지 57)에 가해지는 응력이 최소화되도록 내부 CMM 암(5)을 지지하고 구동한다. 사용시, 외골격(6)

에 가해지는 하중은 중력과 전동 수단(10)을 통해 전달되는 하중만 있어야 한다. 외골격(6)은 내부 CMM 암(5)을 항상 동

일한 장소에 지지함으로써, 공간 내의 동일 방향으로 반복 하중을 제공한다. 종래 기술과 비교해 보면, 종래 기술의 수동

CMM 암은 작업자에 의해 암에 가해지는 추가 응력, 즉 내부 CMM 암(5)에 가해지는 응력에 비해 상당히 더 크며 작업자

가 어디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부하 위치와 방향으로 가해지는 추가 응력에 대비하여 설계된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본 발명의 내부 CMM 암(5)은 유사한 도달 거리를 갖는 종래의 수동 CMM 암만큼의 강성을 가질 필요가

없으며 종래의 수동 CMM 암보다도 가볍다는 것이다.

(링크 부재의 직경 및 두께)

링크 부재 직경(108)이 크면 클수록 보다 큰 강성을 가지며 보다 더 정확해진다. 재료 과학의 발전에 따라, 보다 강성이며

가벼운 신규 재료가 이용 가능해짐에 따라 암에 있어서의 중량에 대한 강성의 비가 증가하고 있다. 내부 CMM 암(5)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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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암과 하부 암에 2개의 긴 링크 부재(102), 즉 CMM 세그먼트3(33)과 CMM 세그먼트5(35)를 구비한다. 내부 CMM 암

(5)의 링크 부재 직경(108)은 40mm 내지 70mm의 범위에 있다. 본 발명의 로봇 CMM 암(1)의 범위는 이와 같은 링크 부

재 직경에 제한되지 않으며, 70mm 이상이나 혹은 40mm 이하의 링크 부재 직경도 사용될 수 있다. 종래의 수동 CMM 암

에 있어서는, 작업자가 조작하는 중에,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도, 순간적인 조인트 각도들, 보정 장치, 가속, 및 작업자가 유

도시킨 힘과 토크들의 결합과 관련된 중력으로부터 나오는 힘과 토크를 받게 된다. 작업자는 각 링크에 굽힘력을 가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해서 종래의 수동 CMM 암은 통상적으로는 두 세그먼트에 있어서 동일한 링크 직경을 갖는다. 외

골격(6)은 내의 모든 세그먼트(32 내지 38)들을 거의 동등하게 지지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해서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의

내부 CMM 암(5)은 두 세그먼트(33, 35)에 있어서 동일한 링크 부재 직경(108)을 갖는다. 본 발명의 로봇 CMM 암은 균일

한 링크 부재 직경에만 제한되지 않고, 그 링크 부재 직경은 여러 가지로 다르게 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링크 부재(102)는

조인트나 전동 수단에 의해 각 단부에 지지된 간단한 형태의 빔이다. 주된 변형 형태는 수평으로 있을 때 중력의 작용에 의

한 것이다. 링크 부재(102)에 바람직하지 않은 모멘트가 없다고 가정하였을 때, 링크 부재(102)의 변형은 대부분은 링크

부재 두께(109)와는 무관하다. 그 결과로서 링크 부재 두께를 아주 작게 할 수 있으며 이는 내부 CMM 암(5)을 최소 질량

으로 한다는 목적과 일치한다. 내부 CMM 암의 링크 부재 두께(109)는 두 세그먼트(33, 35)용으로 1mm 내지 1.5mm인

것이 바람직하다. 보다 긴 도달 길이의 암을 위해서는, 링크 부재 직경과두께는 각기 다른 설계 사양과 제조상의 제약 조건

을 고려하여 설계하는 과정에서 최적화되는 변수들이다.

(형상)

외골격 세그먼트2(42) 내지 외골격 세그먼트8(48)은 조립 중에 내부 CMM암 세그먼트 위에서 아래로 통과한다. 내부

CMM 암의 CMM 세그먼트(32 ~ 38)의 형상은 최대 반경 방향 치수가 가능한 한 작아지게끔 제한된다. 최대 반경 방향 치

수의 감소가 있으면 외골격 세그먼트2(42) 내지 외골격 세그먼트8(48)의 크기를 줄일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본 발명의

로봇 CMM 암 보다 더 작아져서 그 적용에 있어서의 융통성이 보다 더 크다.

<외골격 구조>

(성능)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의 목적은 로봇 CMM 암(1)을 이동형으로 하고 무게는 최소로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은 주기

시간을 최소화하고 그에 상응하여 여러 조인트에서의 각 가속도를 높이는 요건과는 양립할 수 없다. 최대 각속도와 각가속

도의 관점에서의 성능은 긴 도달 거리 로봇 CMM 암(1)에 비해 짧은 도달 거리 로봇 CMM 암(1)에 있어서가 더 높다. 최대

조인트 각속도는 통상적으로는 20deg/ch 내지 400deg/초이다. 그러나 최대 각속도는 외골격 조인트1(61) 내지 외골격

조인트4(64)가 외골격 조인트5(65) 내지 외골격 조인트7(67)에 비해 더 낮은데, 그 이유는 토크가 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긴 도달 거리(80)가 3m이고 로봇 CMM 암의 무게가 35Kg이하이면, 조인트(2)의 최대 각속도는 통상적으로는 20deg/초

이다. 긴 도달 거리(80)가 1m미만이고 로봇 CMM 암의 무게가 20Kg이상이면, 조인트(7)의 최대 각속도는 통상적으로는

400deg/초이다. 이와 같은 본 발명의 로봇 CMM 암의 범위는 위와 같은 범위의 최대 각속도에 제한되지 않고, 조인트의

최대 각속도는 400deg/초보다 클 수도 있고 20deg/초보다 작을 수도 있다.

(질량과 강성)

외골격 구조는 내부 CMM 암보다 강성이 덜한데, 그 이유는 지지 및 구동 기능에는 고강성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

라서 외골격 구조가 가벼워서 로봇 CMM 암의 이동성을 보다 더 좋게 한다. 주어진 성능 조건에 있어서 임의의 이동 세그

먼트의 질량을 줄인다는 것은 곧 구동 시스템의 구동력이 덜 강해도 된다는 것이고 이는 결국 중량을 줄이게 된다는 점에

서 보면 효험 있는 범위가 존재한다. 이동형 로봇 CMM 암의 범주 내에서의 통상적인 무게는 1m의 도달 길이에 대한

18Kg 으로부터 3m의 도달 길이에 대한 35Kg까지 변화한다. 본 발명의 로봇 CMM 암의 범위는 이와 같은 범위의 무게에

제한되지 않고, 최대 무게는 35Kg보다 클 수도 있고 18Kg보다 작을 수도 있다.

(형상)

외골격 구조는 소형이고 내부 CMM 암에 근접하게 배치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로봇 CMM 암은 자동차 내부와 같은

측정이 곤란한 영역으로도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로봇 CMM 암은, 자동차 시트를 현장에서 측정할 수 없어서

자동차로부터 우선 제거해야 하는 경우처럼 물체를 넓은 장소에 준비하지 않으면 그 일에 매달릴 수 없게 되는 응용 분야

에도 적용할 수 있다. 외골격 세그먼트(42 내지 48)는 밀봉 형상을 형성하여서 내부 CMM 암 세그먼트(32 내지 38)들을

사용 중에 그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고형체, 액체, 가스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한다. 외골격 세그먼트(42 내지 48)는 내부

CMM암 세그먼트(32 내지 38) 위에 삽착될 수 있게 중공으로 되어 있다. 외골격 형상은 또한 로봇 CMM 암을 수동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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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하며 충돌시에 내부 CMM 암의 부품들을 보호하는 기능도 한다. 외골격 구조체의 부품들은 심미

적인 이유로 해서 비기능성 표면 형상을 갖는다. 외골격 형상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들 중 하나는 모터와 기어박스 구동

요소의 크기와 위치이다.

<재료>

(내부 CMM 암 재료)

하우징(100, 101, 103, 105)은 항공기 알루미늄, 즉 양극 산화 처리된 알루미늄으로 제조된다. 링크 부재(102)는 토레이

티700(Toray T700)과 같이 거의 0에 가까운 열팽창 계수를 가지며 강성이 높고 밀도가 낮은 직조 탄소 섬유-에폭시 복

합 재료로 제조된 박벽 튜브를 포함한다. 링크 부재(102)는, 당업자라면 잘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정밀 지그 내에 지지되면

서 에폭시와 같은 접착제에 의해 단부 하우징(100, 101)에 부착될 수 있다.

(외골격 재료)

조인트 하우징 부품들은 항공기 알루미늄으로 제조된다. 이러한 알루미늄은 양극 산화 처리된다. 링크 부품들은 탄소 섬유

로 정밀 몰딩된다. 링크 부품들은 정밀 지그에 지지되면서 에폭시와 같은 접착제에 의해 조인트 하우징 부품에 부착된다.

<로봇 CMM 암 장착>

본 발명의 목적은 사용하려는 적용 분야에 적합해지도록 하는 다수의 각기 다른 장착 수단을 사용하여 로봇 CMM 암을 다

수의 다른 구조체에 각기 다른 방향으로 장착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장착 수단)

로봇 CMM 암(1)을 지면(7)에 장착하는 것은 볼트(107)로 볼트 박음, 자석에 의한 장착, 진공 장착, 및 클램핑을 포함하는

많은 수단(104)에 의해 이루어진다. 여기에 사용되는 장착 수단(104)은 로봇 CMM 암(1)의 작동 중에 장착 판(8)과 지면

(7) 사이에서 움직임이 생기지 않게 하고 그에 따라서 로봇 CMM 암(1)의 정확도가 떨어지지 않게 할 정도로 충분히 강해

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수직 로봇 CMM 암 방향에 대한 수평면)

도 6을 참고하면, 로봇 CMM 암(1)은 표준 3.5인치ㅧ 8 나사(116)을 사용하여 이동형 스탠드(110)의 수평 장착면(113)에

수직으로 장착된다. 스탠드(110)는 고정 가능한 3개의 휠(111)을 구비한다. 스탠드(110)는 후퇴 가능한 다리(113)를 구비

한다. 족적은 대응하는 수동 CMM 암에 비해서 더 큰데, 그 이유는 수동 CMM 암의 암의 경우는 수동 암의 하중의 일부를

작업자가 그 작업자의 발을 통해서 받게 됨으로써 스탠드(110)에 가해지는 토크를 줄이기 때문이다. 스탠드(110)의 무게

는 대응하는 수동 CMM 암에 비해 더 큰데, 그 이유는 로봇 CMM 암(1)은 대응하는 수동 CMM 암에 비해 더 무겁기 때문

이다. 스탠드(110)는 로봇 CMM암의 기부를 올리거나 내리는 신장 가능한 수직 부재(115)를 구비한다. 스탠드(110)는 견

고한 지면 상에서 사용되어야 하지만 카펫이나 압축성 바닥 덮개 소재 위에서는 사용되지 말아야 한다. 스탠드(110)는 로

봇 CMM 암의 운동이 진동을 야기하지 않도록 무거운 것이 바람직한데, 스탠드(110)가 진동하는 것과 정확성을 잃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스탠드 상에 장착된 이동형 로봇 CMM 암을 제어하여 각가속도와 각속도를 제한한다. 도달 거리가

짧은 로봇 CMM 암용의 스탠드(110)의 예로는 무게가 대략 100Kg이며 브런선 인스트루먼트 컴파니(Brunson

Instrument Company)에서 제조하는 것으로서 짧은 도달 거리 및 중간 도달 거리에 적합한 스탠드 넘버 231-0이 있다.

그 안정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스탠드(110)의 기부에 부가적인 추를 견고하게 부착시킬 수도 있다. 긴 도달 거리 로봇

CMM 암은 보다 크고 튼튼한 스탠드가 필요하다. 도 7a를 참고하면, 로봇 CMM 암(1)은 지지체(122) 위에 위치된 진동 흡

수 수단(121)에 의해 바닥(119)을 통해 전달되는 진동으로부터 결리될 수 있는 광학 벤치 또는 화강암 블럭과 같은 안정

테이블(120) 상에 견고하게 장착될 수 있다.도 7b를 참고하면, 로봇 CMM 암(1)은 바닥(119)에 바로 장착된다. 도7c를 참

고하면, 로봇 CMM 암(1)은 바닥(119)에 장착된 표면 판(123)에 장착될 수 있다. 도 7d를 참고하면, 로봇 CMM 암(1)은

레일 축(124)에 장착되어서 그 레일 위에서 바닥을 가로질러 이동하게 할 수 있다. 로봇 CMM 암(1)은 레일 축(124)을 따

라서 세 개의 다른 위치(A, B, C)에 있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다. 이것은 로봇 CMM 암(1)이 보다 많은 양의 대형 물체(9)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2 레일 축(124)d0 장착된 제2 로봇 CMM 암(1)은 두 개의 다른 위치(D, E)에 있는 것

으로 도시되어 있다. 두 개의 레일 축들은 평행인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2 개의 로봇 CMM 암(1)이 서로 독립해서 움직

일 수 있고 오토바이(motorcycle), 자동차 또는 대형 차량과 같은 대형 물체(9)의 양 측면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레일 축(124)은 직선형인 것이 바람직하다. 레일 축(124)은 제거 가능하고 다른 위치에 재설치 가능하도록 바닥(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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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장착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선택적으로는 레일 축(124)을 바닥(119)에 영구적으로 매립 설치할 수도 있다. 레일 축

(124)은 수동으로 구동되게 하거나, 바람직하기로는 버튼을 거친 수동 동작에 응답하여 전동으로 구동되게 하거나, 아니

면 바람직하기로는 CNC 구동 방식으로 구동되게 할 수도 있다. 로봇 CMM 암(1)은 레일 축(124)을 따라서 병진 운동하는

중에는 안정 상태에 있을 때만큼 안정적이지 않다. 로봇 CMM 암(1)은 레일 축(124)을 따라서 병진 이동을 하는 중에는 측

정하지 않고 대신에 로봇 CMM 암(1)을 일례로 A에서 B를 거쳐서 C까지의 한 측정 지점에서 다른 측정 지점으로 이동시

키는 데에 레일 축(124)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로봇 CMM 암(1)은 레일 축(124)을 따라서 병진 운동하는

중에도 측정을 할 수는 있으나, 그 정확도는 일반적으로는 떨어질 것인데, 이와 같은 상황은 레일 축(124)이 로봇 CMM 암

(1)을 장착시키고 있는 대형 기계의 일부분이 되는 경우에 가장 흔히 있을 법한 일이다. 도 7e를 참고하면, 두 개의 로봇

CMM 암(1)이 동일한 레일 축(124)에 장착되어서 서로 독립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레일 축(124)을 따르는 각 로봇 CMM

암(1)의 이동은 수동으로 구동되게 하거나, 바람직하기로는 버튼을 거친 수동 동작에 응답하여 전동으로 구동되게 하거나,

아니면 바람직하기로는 CNC 구동 방식으로 구동되게 할 수도 있다. 적절한 적용례는 설계 스튜디오에서 자동차 프로토타

입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는 2개의 레일 축(124) 각각에 두 개씩 독립하여 움직일 수 있게 배치한 총 4 개의 로봇 CMM 암

(1)을 갖춘 측정 설비의 생산성이 각 레일 축(124)에 단지 하나의 로봇 CMM 암(1) 암이 있는 측정 설비의 생산성에 비해

2배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 7f를 참고하면, 로봇 CMM 암(1)은 로봇 CMM 암(1)을 수직 방향에서 상향과 하향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수직 축(133)에 장착되어 있다. 수직 축9133)은 레일 축(124) 상에서 수평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다. 수

직 축(133)은 수동으로 구동되게 하거나, 바람직하기로는 버튼을 거친 수동 동작에 응답하여 전동으로 구동되게 하거나,

아니면 바람직하기로는 CNC 구동 방식으로 구동되게 할 수도 있다. 수직 축(133)은, 도 7d에 도시된 바와 같이 쌍을 이루

어 대향하는 로봇 CMM 구성에 있어서 하나 또는 두 개의 로봇 CMM 암(1)용으로 제공하거나, 도 7e에 도시된 바와 같은

로봇 CMM 암 구성에 있어서 하나 또는 두 개의 암용으로 제공할 수 있다. 도 7g를 참고하면, 두 개의 로봇 CMM 암이 레

일 축(124) 상에서 이동하는 복식 이동형 암 기부(134) 상에 장착된다. 두 개의 로봇 CMM 암은, 작업 중첩부가 작업 공간

내에서의 로봇들 사이의 도달하지 않는 간극을 없애기에 충분하도록 하는 적절한 거리 S만큼 떨어져 있다. 이는 2개의 독

립하는 로봇 CMM 암(1) 대신에 하나의 복식 이동형 암 기부(134)를 포함하는 저렴하고 간단한 설비로 고생산성이 얻어진

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로봇 CMM 암의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보다 긴 CMM 암에 비해 더 정확

하다. 본 실시예의 목적은 수평 레일(124)과 수직 축(133)이 서로 별개이거나 조합되어 있거나 간에 보다 짧은 로봇 CMM

암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수평 레일(124)과 수직 축(133)이 로봇 CMM 암보다 더 긴 거리

에 걸쳐서 보다 정확하기 때문에, 측정 설비의 전체적인 정확도가 수평 레일(124)과 수직 축(133)을 서로 별개로 사용하거

나 조합해서 사용하거나 간에 증가한다는 것이다. 당업자라면 정확도를 최대화 하기 위해 로봇 CMM 암의 길이, 수평 축,

및 수직 축의 사양을 최적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도 7h를 참고하면, 로봇 CMM 암(1)이 측정할 물체(9) 위에 장착되어 있

다. 어탭터(136)이 사용되었다. 위와 같은 물체(9)의 예로는 부식된 표면 영역의 안과 둘레에서 측정할 가스 파이프라인의

파이프 부분을 들 수 있는데, 이 예에서는 로봇 CMM 암(1)을 파이프에 장착하는 것이 충분한 안정성을 갖는 임시 구조체

를 파이프에 인접하게 설치하는 것에 비해서 더 용이하고 저렴하다. 어댑터(136)는 로봇 CMM 암(1)의 착탈을 용이하게

할 목적의 자석 장착구일 수 있고, 임의의 다른 장착 수단(104)도 사용될 수 있다. 일부 물체(9)에서는, 어댑터(136)가 필

요하지 않고, 로봇 CMM 암(1)을 물체(9) 위에 바로 장착시킬 수 있다. 도 7l을 참고하면, 로봇 CMM 암(1)은 물체가 장착

되는 처리기(37)에 인접하게 장착된다. 처리기(137)는 자동으로 작동되는 슬라이딩 도어(139)를 구비한 인클로져(138)에

의해 둘러싸인다. 로봇 CMM 암(1)은 그 처리기(137) 내에서 물체(9)를 측정할 수 있다. 인클로져(138)와 슬라이딩 도어

(139)는 처리기(137)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로봇 CMM 암(1)에 해로운 환경 오염물은 처리 중에는 인클로져 내에 담겨

있게 된다. 일부 처리기(137)는 로봇 CMM 암(1)에 해로운 환경 오염물을 발생시키지 않아서 슬라이딩 도어(139)를 갖춘

인클로져(138)가 필요하지 않다. 로봇 CMM 암(1)이 물체(9)의 도달 거리에 근접하거나 그 거리 내에 있을 수 있도록 도달

거리(80)가 짧은 보다 작은 로봇 CMM 암(1)이 처리기(137) 위에 바로 장착될 수 있는데, 처리기(137)가 유해 환경 오염물

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처리기(137) 위에 장착된 로봇 CMM 암(1)을 보호하기 위한 슬라이딩 도어는 필요 없다. 도 7J를

참고하면, 로봇 CMM 암(1)이 4개의 처리기(137) 각각에 장착된 물체(9)를 측정할 수 있도록, 4개의 처리기(137)들 사이

에 로봇 CMM 암(1)이 장착되어 있다. 로봇 CMM 암(1) 둘레에는 임의의 개수의 처리기(137)를 배치할 수 있다. 도 7k를

참고하면, 3개의 작업 영역(142)들 사이에 로봇 CMM 암(1)이 장착되어 있다. 각 작업 영역에는 하나의 물체(9)가 있다.

어느 한 시점에서 작업 영역(142)은 물체(9)가 없는 상태, 측정할 물체(9)가 있는 상태, 측정하고 있는 물체(9)가 있는 상

태, 측정 완료된 물체(9)가 있는 상태, 작업 영역(142) 안으로나 혹은 그 영역 밖으로 이송할 물체(9)가 있는 상태 중 어느

한 상태에 있게 된다. 로봇 CMM 암(1) 둘레에는 임의의 개수의 작업 영역(142)이 있을 수 있다. 작업 영역(142) 내에 있는

물체(9)는 로봇 CMM 암 좌표 시스템(363)에 대해 알려져 있는 위치와 방향으로 지그 상에 정확하게 위치될 수 있고, 선택

적으로는 사람의 눈으로 물체(9)를 바닥 상의 표식에 대해 정렬시키는 것과 같은 어떤 수단에 의해 대략 위치될 수도 있다.

당업자에게 알려져 있는 임의의 방법으로 물체(9)를 작업 영역에 위치시킬 수도 있다. 각 작업 영역(142) 내의 각 물체(9)

는 각기 다른 부품 번호를 갖는 다른 부품일 수 있거나, 아니면 동일한 부품 번호를 갖는 동일 부품일 수도 있다. 로봇

CMM 암(1) 둘레에 다수의 작업 영역(142)을 구비시킨 것의 이점은 밤새 자동 측정을 위한 작업이 행해질 수 있고, 그에

따라 로봇 CMM 암(1)의 활용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두번째 이점은 로봇 CMM 암(1)이 제2 작업 영역(142)에서 물체

(9)를 측정하는 중에 제1 작업 영역(142)에서는 측정된 물체(9)를 측정되지 않은 물체(9)로 교체시켜 놓음으로써 로봇

CMM 암(1)을 완전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 7l을 참고하면, 로봇 CMM 암(1)은 물체(9)가 위치되어 있는 작업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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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142)를 가로지르는 낮고 견고한 브릿지(118) 상에 장착되어 있다. 로봇 CMM 암(1)과 브릿지(118)는 물체(9)의 모든

상측부 위에서 로봇 CMM 암(1)의 탐침 단부(3)에 장착된 탐침(90)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설계된다. 물체(9)

는 브릿지(118) 아래에 들어맞게 납작해야 하고 물체의 어떤 영역에서라도 작동이 수행될 수 있어야 한다. 브릿지(118)는

견고하고 튼튼하며, 로봇 CMM 암(1)이 움직일 때에 유의적인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닥(119)에 견고하게 장착된다.

로봇 CMM 암(1)이 브릿지에 장착되는 방식의 본 실시예의 주요 적용 분야는 판금의 광학 검사 분야이다. 제1 단계에서,

판금 제품일 수 있는 물체(9)는 프레스에서 성형되는 것과 같은 상류 공정(upstream process)에 놓이게 된다. 제2 단계에

서, 물체(9)는 작업 역역(142)에 수동으로 이송되어서 배치된다. 선택적으로, 자동 컨베이어나 재료 처리 로봇과 같은 기

계로 판금을 작업 영역(142)에 자동으로 배치시킬 수 있다. 제3 단계에서, 검사 과정으로부터 데이타가 출력된다. 그 출력

데이타는 검사 과정에서 캡쳐된 데이타를 이상적인 물체(9)의 CAD 모델과 자동 비교함으로써 형성될 수 있다. 제4 단계에

서, 물체(9)는 작업 영역에서 수동 또는 자동으로 제거된다. 선택적인 단계에서, 데이타 출력은 바로 사용되거나 수집을 거

쳐서 사용되며 처리 통계 분석을 통해 상류 공정을 제어하는 파라미터에 변경을 가하게 된다. 대안적인 선택적 단계에서,

데이타 출력은 상류 공정에서 사용된 공구를 물리적으로 교체하는데 사용된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는, 대형 물체(9)를 검

사할 수 있도록 로봇 CMM 암(1)을 이동시키기 위하여 브릿지(118)의 상부에 직선형 레일(124)이 마련되기도 한다. 이의

대체적인 실시예로서, 로봇 CMM 암(1)을 브릿지(118) 상에 장착하는 것 대신에, 작업 영역(142)의 일 측에 장착되고 로

봇 CMM 암(1)을 작업 영역(142)의 중간부 위에 위치시킨 돌출 지지체의 단부에 로봇 CMM 암(1)을 장착시킨다.

(변위 가능하고 이동하는 물체)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로봇 CMM 암(1)이 물체 변위 수단 위에 위치된 물체(9) 상에서 작동을 수행하며 작동 중에는 물

체(9)가 적어도 한번은 변위되도록 하는 것이다. 도 7m을 참고하면, 물체(9)가 축선(A)을 중심으로 회전하게 위치되는 회

전형 테이블(820)에 인접하게 로봇 CMM 암(1)이 장착된다. 회전형 테이블(820)은 수동으로 회전시킬 수 있으며 클램프

(822)로 새로운 위치에 고정시킬 수 있다. 선택적으로, 회전형 테이블(820)은 모터 또는 서보 드라이브와 같은 전동 수단

(821)에 의해 회전되게 할 수 있다. 회전형 테이블(820)의 자동 회전은 로봇 CMM 암 시스템(150)에 의해서나, 혹은 버튼

에 의한 수동 작동 또는 슬레이브 제어 수단과 같은 기타 다른 수단에 의해서 제어될 수 있다. 인코더와 같은 각 위치 기록

장치(823)는 통상적으로는 회전형 테이블(820)의 축선(A)에 부착된다. 통상의 공정에 있어서, 로봇 CMM 암(1)이 물체

(9)의 모든 사분면 상에서 작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회전형 테이블을 90도 간격의 네 위치로 이동시

킴으로써 물체(9)는 네 번 변위된다. 본 실시예에서, 로봇 CMM 암(1)은 물체(9)가 이동하는 중에는 측정과 같은 작동을

수행하지 않는다. 물체(9)를 회전형 테이블(820) 상에서 회전시키는 이점은 로봇 CMM 암(1)의 도달 거리(80)보다 큰 물

체(9) 상에서도 작동이 수행될 수 있고, 특히 넓고 높이가 높은 물체에 대해서도 적합하다는 점이다. 회전형 테이블(820)

상에서 물체(9)를 회전시키는 이점은, 물체(9)가 복잡한 경우라 해도, 물체(9)의 여러 부분들로 들어가기에 어려운 곳으로

도 로봇 CMM 암(1)에 각기 다른 접근 방향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도 7n을 참고하면, 로봇 CMM 암(1)은 물체(9)가

축선(B)을 따라서 직선형으로 위치되어 배치되게 하는 선형 테이블(824)에 인접하게 배치되어 있다. 선형 테이블(824)은

회전형 테이블(820)에서와 마찬가지의 위치 측정 가능성, 제어 가능성, 및 이점들을 갖는다. 다른 실시예로서, 2 이상의 축

을 갖는 다축 테이블을 사용하여 물체를 배치시킬 수 있다. 당해 분야의 숙련된 자들이라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테이블

축 또는 축 조합 각각의 형태는 각기 다른 부류의 물체 크기와 형상에 대해 각기 다른 이점을 갖는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는, 로봇 CMM 암(1)은 정지형이고, 물체(9)가 이동하는 중에 공구를 가지고 행하는 비접촉식 측정 작동 또는 접촉 작동을

수행한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로봇 CMM 암(1)과 물체(9)는, 공구를 가지고 비접촉식 측정과 같은 작동 또는 접촉 작동이

수행되는 동안에, 동기하여 이동한다. 로봇 CMM 암(1)과 물체(9)가 바닥에 대해서 이동하는 경우에는, 좌표 시스템을 물

체 좌표 시스템과 같은 공통의 좌표 시스템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추가의 제어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모든 실시예에서 물체

(9)는 클램프로 고정시키거나 고정시키지 않을 수 있고, 이와는 달리 물체(9)와 테이블 간의 상대 이동을 제거하기 위해 테

이블에 부착될 수도 있다. 작동 중에 물체(9)가 이동하는 모든 실시예에 있어서, 테이블은 정확해야 하며 물체는 정확한 작

동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테이블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필요한 크기와 정확도의 테이블은 일반적으

로 값비싼 물품이다.

(기타 로봇 CMM 암 방향)

일부 적용례에 있어서, 로봇 CMM 암(1)은, 수평면이 아니며 로봇 CMM 암(1)이 거의 수직으로 직립하지 않는 방향으로

장착된다. 도 8a를 참고하면, 로봇 CMM 암(1)은 벽에 대해 직교되게 장착되어 있다. 도 8b를 참고하면, 로봇 CMM 암(1)

은 갠트리(126)로부터 지지되어 있고, 선택적으로는 천정에 지지되게 할 수도 있다. 도 8c를 참고하면, 로봇 CMM 암(1)은

수직면에 대해 60도를 이루는 면을 갖는 플랫폼(127)에 장착되어 있다. 도 8d 및 도 8e를 참고하면, 로봇 CMM 암(1)은

자동차 회사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과 같은 종래의 대형 3축 CMM에 장착되어 있다. 종래의 3축 CMM에는 수평 암 CMM

(128) 및 이동 브릿지 CMM(129)를 포함하여 많은 종류의 것들이 있다. 로봇 CMM 암(1)은 상당한 무게를 가지는데, 통상

적으로는 암의 정확도와 도달 거리와 상관되어 18 내지 32Kg의 무게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보다 무겁거나 혹은 가

벼울 수도 있다. 종래의 CMM에 장착하기 위해서는, 본 발명에 경량 로봇 CMM 암을 실질적으로 12Kg 이하의 무게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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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할 수 있다. 도 8e에 도시된 바와 같이 로봇 CMM 암(1)을 종래의 CMM에 장착시키는 것과 같은 자동차 생산 라인 응용

분야에 있어서, 로봇 CMM 암은 이동형 브릿지 CMM(129)에 부착되어 브릿지(131)의 수직 카럼(130)으로부터 수직 하향

으로 지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방식에 있어서, 이동형 브릿지(129)의 이동과 로봇 CMM 암(1)의 이동을 조합

시키게 되면, 로봇 CMM 암(1)은 측정할 물체(9)의 모든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범위는 종래의 3개의 선형 축

을 구비한 수평 브릿지형 3축 CMM(131)의 수직 칼럼(130)으로부터 수직 하향으로 장착되거나 혹은 마찬가지로 3개의 선

형 축을 구비하는 수평 암 CMM(128)의 수평 암(132)로부터 수직 하향으로 장착되는 로봇 CMM 암(1)으로 국한되지 않는

다. 로봇 CMM 암(1)은 임의의 종래 CMM으로부터 임의의 수의 축을 갖는 임의의 방향으로 장착될 수 있다. 도 8f를 참고

하면, 로봇 CMM 암(1)은 수직 회전축(B)에 대해 각도(A)로 회전하는 쐐기 기부(135)에 장착되어 있다.

본 발명의 범위는 도 7a 내지 도 7g 및 도 8a 내지 도 8f에 도시된 로봇 CMM암의 설치예에만 제한되지 않는다, 본 발명의

목적은 로봇 CMM 암(1)을 자유 공간에 임의의 방향으로 장착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로봇

CMM 암(1)을 고정형 구조나 혹은 이동형 구조로 장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로봇 CMM 암

을 6자유도로 병진 운동시키거나 혹은 배향시키기 위해 로봇 CMM 암(1)을 임의의 이동 구조체에 장착시킬 수 있도록 하

는 것이다. 이동 구조체는 측정 중이나 혹은 측정과 측정 사이의 임의의 시간에 이동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로봇 CMM 암(1)을 임의의 개수와 배치 구조로 설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강성 및 비강성 장착)

로봇 CMM 암(1)은 측정할 물체(9)에 대해 강성인 지면(7)에 장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부 경우에서는, 로봇 CMM 암

(1)과 측정할 물체(9) 사이에 연속 상대 운동, 예를 들면 바닥을 통해서 진동이 전달되는 근처에서 작동하는 대형 공작기계

에 의해 야기되는 것과 같은 연속 상대 운동이 생길 수 있다. 이와는 달리, 로봇 CMM 암(1)과 측정할 물체 사이에 간헐적

인 상대 운동, 예를 들면 화물차 주행이나 측정할 물체에 대한 예기치 않은 충돌에 의해 야기되는 것과 같은 간헐적인 상대

운동이 생길 수도 있다. 이와는 달리, 로봇 CMM 암(1)과 측정할 물체(9) 사이에 느린 상대 운동, 예를 들면 로봇 CMM 암

과 물체가 장착되는 구조체의 열팽창에 의해 야기되는 것과 같은 느린 상대 운동이 생길 수도 있다. 도9를 참고하면, 로봇

CMM 암(1)의 기부 단부(4)와 로봇 CMM 암(1)으로 측정할 물체(9) 사이에 상대 운동 있는 경우가 도시되어 있는데, 독립

된 측정 장치로 6자유도의 상대 운동을 측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독립된 측정 장치의 예로는 라이카 사의 레이저 추적기

를 들 수 있는데, 크립톤 사의 사진 측량 추적기(140)가 바람직하다. 로봇 CMM 암(1)과 사진 측량 추적기(140)는 지면 판

(123)에 장착된다. 물체(9)는, 물체(9)와 지면 판(123) 사이에 상당한 상대 운동이 있게 할 만큼의 운동을 받게 되는 지면

(119) 상에 장착된다. 사진 측량 목표물(141)은 최소 3개의 목표물, 바람직하기로는 그 이상의 목표물이 측정 과정 중에는

어느 때라도 사진 측량 추적기(140)에 보일 수 있도록 해서 물체(9)에 장착된다. 사진 측량 추전기(140)에 의한 상대 운동

측정은 로봇 CMM 암(1)과 제때에 동기화되는 것이 중요하다. 시간 동기화는, 측정 장치들을 동시에 작동 개시시키는 것

과, 모든 측정치에 나중의 처리를 위한 공통 시각을 시간 각인시키는 것을 포함한, 당해 기술 분야의 숙련된 자들에게 공히

알려져 있는 임의의 방법으로 행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처리는 상대 운동 측정과 로봇 CMM 암 측정이 동시에 행해지지

않은 경우라면 일시적 보간법을 포함할 수 있다. 사진 측정 추적기(140) 측정치들을 로봇 CMM 암(1) 측정치로 보정하는

방법은 당해 기술 분야의 숙련된 자들에게 알려져 있다. 로봇 CMM 암(1)과 물체(9) 사이의 측정된 상대 운동에 대해 보정

이 이루어진 물체(9)의 측정치가 결과치가 된다.

<로봇 CMM 암 범위>

로봇 CMM 암(1)의 도달 거리(80)는 적용 분야에 다라 달라진다. 제1 실시예의 로봇 CMM 암(1)은 각기 다른 도달 거리

(80)를 갖는 한 범위의 이동형 로봇 CMM 암(1)으로서 제공된다. 단지 예시적인 목적만으로 예를 들어 보면, 이와 같은 도

달 거리(80)는 0.5m 내지 5m일 것인데, 부품 제조업자가 대부분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 도달 거리(80)는 1m 내지 1.5m이

고, 자동차 제조업자가 대부분 요구하게 되는 도달 거리(80)는 2m 내지 3.5m이고, 항공기 제조업자가 대부분 요구하게 되

는 도달 거리(80)는 2.5m 내지 5m가 될 것이다. 본 발명의 로봇 CMM 암(1)의 도달 거리(80)는 이와 같은 개시 내용에 제

한되지 않는데, 위에서 언급한 범위보다 길거나 혹은 짧은 로봇 CMM 암(1)의 도달 거리(80)도 있을 수 있다. 내부 CMM

암을 지지하기 위해 로봇 외골격을 사용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로봇 CMM 암은 수동 CMM 암의 2m인 유효 한계에 비

해 도달 거리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2m보다 긴 도달 거리(수동 CMM 암은 실질적으로 그 목적에 부합되게

공급될 수 없음)를 요하는 응용 분야가 로봇 CMM 암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로봇 CMM 암(1)의 제1 실

시예는 이동형 시스템으로서, 로봇 CMM 암(1)의 무게를 제한할 목적으로 각속도와 각가속도를 높게 정하여 설계하지 않

았다. 로봇 CMM 암(1)의 다른 실시예는 훨씬 더 높은 각속도와 각가속도를 위해 설계될 수 있다. 동일한 구동 시스템 요소

들을 로봇 CMM 암(1)의 범위를 가로질러서 유지하기 위해, 제1 실시예에서는 긴 도달 거리에 대해 낮은 최소 각속도를 채

택하였다. 범위를 가로지르는 주요 차이점은 링크(102)의 다양한 길이에 있다. 이동형 로봇 CMM 암에 있어서의 둘 이상

의 범주는 도달 거리(80)가 일례로 0.6 내지 1mm인 것과 1.5 내지 3m인 것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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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CMM 암 시스템 개요>

도 10을 참고하여 로봇 CMM 암 시스템(150)의 제1 실시예의 구성에 대해 설명한다. 콘트롤 박스(159)가 로봇 CMM 암

(1)의 기부(4)에 장착된다. 전원은 전력 커넥터(195)에 연결된 전력 케이블(155)에 의해 전력이 공급된다. 전원 스위치

9156)과 전원 발광 다이오드(LED)(157)이 마련된다.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도 인터페이스 커넥터(194)는 암 케이블

(296)을 거쳐서 탐침 박스(295)로 연결하기 위해 제공된다. 랩탑(151)이 랩탑 통신 케이블(152)에 의해 랩탑 커넥터(197)

에 연결된다. 펜던트(153)이 펜던트 통신 케이블(154)에 의해 펜던트 커넥터(198)에 연결된다. 네트워크(200)가 네트워

크 커넥터(199)를 거쳐서 연결된다. 펜던트(153)와 랩탑(151)은 배터리(163, 164)의 수명 시간 동안 작동될 수 있다. 펜

던트 배터리(163)는 전기 접속부(164)가 있는 충전 지점(158)에 펜던트를 배치시킴으로써 충전되는데, 이 때 펜던트를 충

전 지점에 바르게 위치시키기만 하면 전원과의 접속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랩탑 배터리(164)는 주 전원으로부터 충전된

다. 접촉식 트리거 탐침(92)은 로봇 CMM 암(1)에 장착되었을 때는 자동 전원 접속부(160)와 트리거 접속부(161)를 구성

한다. 광학 탐침(91)은 로봇 CMM 암(1)에 장착되었을 때는 자동 전원 접속부(160), 트리거 접속부(161), 및 탐침 통신 접

속부9162)를 구성한다.

도 11a를 참고하여, 로봇 CMM 암(1)의 내부 구성에 대해 설명한다. 콘트롤 인쇄회로기판(172)이 접지선(165)과 +5V 전

력 레일(166)에 연결된다. 각각이 외골격 조인트1(61) 내지 외골격 조인트7(67)을 구동하는 7개의 모터가, 모터 케이블

(196)에 의해 7개의 증폭기(175)에 연결되고, 콘트롤 인쇄회로기판(172)로부터 증폭기(175)로 출력되는 7개의 ± 10V

신호(168)에 의해 구동된다. 콘트롤 인쇄회로기판(172)은 질력 버스(169)에 의해 7개의 조인트 인쇄회로기판(173)에 연

결된다. 콘트롤 인쇄회로기판(172)은 랩탑(151)과 펜던트(153)와 각각 통신하는 2개의 추가 통신 접속부(152, 154)를 구

비한다. +24V 전력 레일(167)이 증폭기(175)에 전력을 공급한다. 전력 공급 장치(171)가 전력 공급 케이블(155), 배터리

(170), 접지(165), 및 전력 레일(166, 167)에 연결된다. 적어도 하나의 조인트 인쇄회로기판(173)이, 전원(160)과 트리거

(161)와 통신 접속부(162)(적용되는 경우에 해당)를 구비하는 탐침(90)에 연결된다. 7개의 모터(176) 모두가 조인트 인쇄

회로기판(173)으로부터 나오는 신호에 의해 구동되는 브레이크(177)를 구비한다. 내부 CMM 암(5)은 조인트 인쇄회로기

판(173)에 부착된 7개의 CMM 인코더(178)를 포함한다. 외골격(6)을 구동하는 7개의 모터(176)에 장착된 7개의 인코더

(179)는 조인트 인쇄회로기판(173)에 부착된다. 내부 CMM 암(5)에 장착된 서모커플(180)이 조인트 인쇄회로기판(173)

에 연결된다. 내부 CMM 암(5)에 장착된 스트레인 게이지(181)는 조인트 인쇄회로기판(173) 각각에 부착된다. 2개의 리

미트 스위치(182)가 각 조인트 인쇄회로기판(173)에 연결된다. 2개의 작업자 버튼(183)이 제 7 번째의 조인트 인쇄회로

기판(173)에 연결된다. 접촉 센서(184)들이 조인트 인쇄회로기판(173) 각각에 연결된다. 조인트 인쇄회로기판(173) 각각

에는 접지선(165)과 +5V 전력 레일(166)이 연결된다. 트리거 버스(174)가 각각의 조인트 인쇄회로기판(173)과 콘트롤

인쇄회로기판(172)에 연결되어, 7개의 CMM 인코더(178)를 래칭(latching)하는 데 사용된다.

도 11b를 참고하여, 로봇 CMM 암(1)의 내부 구성에 대한 선택적인 시스템 실시예에 대하여 설명하는데, 이 구성은 배선

수가 적으며, 회전 축방향 조인트수에 제한을 없애며, 보다 가볍고 저렴하고 견고하다. 콘트롤 인쇄회로기판(172)과 조인

트 인쇄회로기판(173)은, 축방향 CMM 조인트3, 5, 7(51, 53, 55, 57) 각각에 위치된 4개의 슬립 링 유닛(188)을 통과하

는 버스(193)와 직렬로 연결된다. 하나 내지 세 개의 조인트가 조인트 인쇄회로기판(173) 각각에 의해 구동되고, 콘트롤

인쇄회로기판(172)도 하나 이상의 조인트를 구동한다. 각각의 슬립 링 유닛(188)은 28개의 전선을 수용하는 용량을 가지

지만, 전선의 수는 28개 이상이나 이하도 될 수 있다. 버스(193)도 28개의 전선을 갖는다. 이와 같은 버스(193) 내의 28개

의 전선은, 내부 CMM 암(5) 내의 조인트 센터1(21), 외골격(6), 및 임의의 탐침(90) 다음에 위치된 구성 부재들의 모든 기

능을 위한 전압, 접지, 직렬 버스, 콘트롤 버스 및 신호 전선들을 보유한다. 콘트롤 버스(394)는 버스(193)에 통합되며 5개

의 전선을 사용한다. 콘트롤 버스(394)는 CAN 버스와 같은 표준형이거나 혹은 자체 개발된 것일 수 있다. CAN 버스는 고

속 저지연 콘트롤 버스이다. CAN 버스 및 그에 부속된 회로는 7개의 축을 구동할 때는 제한이 따른다. 보다 빠른 제어 솔

루션은 2개의 CAN 버스를 사용하여 제1 CAN 버스로 4개의 축을 구동하고 제2 CAN 버스로 3개의 축을 구동하는 것이

다. 별도의 5개의 전선을 희생하여 2개의 CAN 버스를 사용하게 되면 빠른 1msec 서보 루프가 가능해진다. 지능형 구동

증폭기(175)가 각각의 모터(176)에 이웃하여 위치되고, 24V 전원 및 0V 접지와 연결될 뿐만 아니라 콘트롤 버스(394)에

의해 조인트 인쇄회로기판(173)이나 콘트롤 인쇄회로기판(172)에도 연결된다. 지능형 구동 증폭기(175)의 예로는 맥슨

모터(Maxon Motor, 미국 소재)에 의해 공급되는 EPOS 24/1 및 EPOS 24/5가 있다. 선택적으로, 지능형 구동 증폭기의

기능성을 조인트 인쇄회로기판(173)과 콘트롤 인쇄회로기판(172)에 통합시킬 수도 있다. 서보 루프 폐쇄를 포함하는 콘트

롤 기능성은 콘트롤(395)에서 발생된다. 콘트롤(395)은 트리오 모션 테크놀로지(Trio Motion Technology, 영국 소재)에

의해 공급되는 PCI208이다. PCI208은 신속한 서보 콘트롤을 가능하게 하는 2개의 콘트롤 버스(394) 출력부를 구비하는

데, 이들 콘트롤 버스(394) 출력부는 CAN 버스 표준이다. CAn 버스의 5 또는 10개의 전선은 일반적으로는 모터(176)로

부터 콘트롤(395)로 항상 바로 이어지는 7개의 모터/인코더 각각의 용도의 약 10개의 전선 둘레에 배치된다. 슬립 링

(188) 내의 전선의 수는 크기 및 무게와 같은 실제에 있어서의 고려 사항들에 의해 제한을 받으므로, 암 내의 전선의 수를

약 60개의 전선으로 줄일 수 있는 콘트롤 버스(394)를 사용하게 되면 축방향 CMM 조인트1, 3, 5, 7(51, 53, 55, 57) 내에

공개특허 10-2006-0015557

- 23 -



서의 무제한 회전을 허용하는 슬립 링(188)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된다. 버스(193)는 스트라이프 탐침(97)이 가장 일반적으

로 사용되고 있는 접촉식이거나 비접촉식인 하나 이상의 탐침(90)에 전력과 신호와 통신을 제공한다. 제3자에 의해 개발

된 탐침(90)을 로봇 CMM 암(1)에 부착시키기 위해, 본 발명은 탐침(90)으로부터 버스(193)를 경유하여 인터페이스 커넥

터(194)를 통하여 나가는 관통 채널을 제공하는 것에도 목적을 둔다. 이와 같은 방식에 있어서, 제3자의 탐침(90) 공급자

는 로봇 CMM 암 시스템(150)의 배선 사양의 제약 범위 내에서 요구되는 전력, 접지, 신호, 및 버스의 임의의 조합을 위해

관통 채널을 사용할 수 있다. 관통 채널(9)에 제공되는 전선의 통상적인 수는 9개이지만, 9개보다 적게 혹은 많게 할 수 있

다. 인터페이스 커넥터(194)는 또한 로봇 CMM 암(1)과 탐침(90)을 동기화하기 위한 동기 신호 접속이 이루어지게 한다.

본 발명의 범위는 제1 실시예에 개시된 로봇 CMM 암 시스템(150)의 구성에 제한되지 않고, 로봇 CMM 암 시스템(150)의

기술적 효과를 발휘하는 구성이면 그 구성 모두를 포함한다. 일례로, 추가 실시예에 있어서, 콘트롤 박스(159)는 로봇

CMM 암(1)으로부터 분리되고 그 로봇 CMM 암의 기부(4)에 케이블로 연결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구성은, 로봇 CMM 암이

이동형인 경우, 콘트롤 박스(159) 내의 부품들 때문에 콘트롤 박스(159)의 크기를 크게 하여야 그 로봇 CMM암을 기부(4)

에 알맞게 장착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동형 로봇 CMM 암은 제조 비용을 증가시키지 않고 또한 별

도의 콘트롤 박스(159)의 위치 점유 영역을 증가시키지 않는 단일 장치이기 때문에 제1 실시예의 구성이 바람직하다. 추가

의 실시예에서는, 랩탑(151) 대신에 보통 크기의 개인용 컴퓨터가 사용되며 콘트롤 인쇄회로기판(172)은 개인용 컴퓨터

내의 PCI 버스와 같은 표준 버스에 장착되는데, 선택적으로는 하나의 랙에 다수의 컴퓨터가 구성된 네트워크가 사용될 수

도 있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는, 펜던트는 제공되지 않고 랩탑(151)이 로봇 CMM 암(1)을 제어하는 데 사용된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로봇 CMM 암(1)에 하나 이상의 외부 축을 연결하기 위한 커넥터가 제공되는데, 그 커넥터는 콘트롤(395)에

의해 구동된다. 위와 같은 외부 축의 예로는 직선형 레일 또는 턴테이블이 있다.

<내부 CMM 암 인코더>

내부 CMM 암(5)은 CMM 조인트(51 내지 57) 각각에 각도 인코더(178)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범위는 각도 인코더나 혹

은 임의의 특수 설계된 각도 인코더에 제한되지 않고, 정확성을 주는 것이라면 임의의 각도 측정 장치도 사용할 수 있다.

각도 인코더의 해상도와 정확도는 인코더의 직경, 인쇄할 수 있는 가장자리의 수, 가장자리의 직선성, 판독 헤드의 직선성,

보간 크기, 인코더 내의 불규칙성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인자들에 의해 제한받는다. 로봇 CMM 암(1)의 정확도를 최적화

하기 위해서는, 내부 CMM 암(5)의 팁 단부(3) 쪽으로보다는 기부 단부(2) 쪽으로 보다 정확한 각도 인코더를 구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도면 부호 21 및 22로 표시된 것과 같은 기부 단부의 조인트에서의 작은 회전은 팁 단부(3)에

서 큰 이동을 야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도면 부호 25, 26, 27로 표시된 것과 같은 팁 단부(3)의 조인트에서의

작은 회전은 팁 단부(3)의 작은 이동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소정의 조인트 회전 중의 팁 단부에서의 이동은 팁 단부(3)로

부터의 조인트의 거리에 비례하는데, 이는 나머지 다른 인자들 모두가 제어된다는 전제하에서 성립하는 것이다. 내부

CMM 암(5)은 마이크로-이 시스템즈(Micro-E Systems, 미국 소재)에 의해 제조되는 것과 같은 CMM 인코더를 사용한

다. 내부 CMM 암(5)의 기부 단부(2) 쪽의 CMM 조인트(21, 22)는 큰 직경의 인코더를 구비하는데, 그 이유는 CMM 인코

더(178)로부터 탐침 단부(3)까지의 거리가 길기 때문이다. 내부 CMM 암(5)의 엘보에 있는 중간 조인트(23, 24)는 중간 직

경 인코더를 구비하는데, 그 이유는 인코더(178)로부터 탐침 단부(3)까지의 거리가 중간 길이이기 때문이다. 내부 CMM

암(5)의 손목에 있는 멀리 있는 조인트(25, 26, 27)는 작은 직경 인코더를 구비하는데, 그 이유는 인코더(178)로부터 탐침

단부(3)까지의 거리가 짧기 때문이다. 작은 직경 인코더는 암이 완전히 뻗친 상태에 있을 때에 작업자가 지지하는 암의 무

게를 줄임으로써, 암을 소형으로 하여 다루기 쉽게 한다. 광학 탐침(91)에 의해 야기된 실제의 긴 도달 거리(81)가 있는 경

우, 암의 탐침 단부 쪽의 조인트(23 ~ 27)에는 보다 높은 해상도의 인코더가 구비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도 인코더

를 배경으로 하는 기술은 향상될 것이고 소정의 정확도를 갖는 각도 인코더는 그 직경과 무게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도 12a를 참고하면, 내부 CMM 암 인코더(178)는, 20미크론의 눈금 피치가 조인트 당 하나 이상의 레니쇼우 알지에이치

20(Renishw RGH20) 판독 헤드(186)와 함께 사용된 레니쇼우 알이에스알 각도 인코더(Renishaw RESR Angular

encoder)(185)를 포함한다. 인코더(185)마다 2개 이상의 판독 헤드(186)가 장착되는 경우, 그 판독 헤드는 도 12에 도시

된 바와 같이 서로 90도를 이루면서 장착되고, 바람직하기로는 서로 180도를 이루면서 장착되지만, 판독 헤드 서로가 이

루는 각도는 기타 다른 임의의 각도로 할 수 있다. 8192개의 계수를 갖는 52mm 직경 RESR이 조인트 당 ± 5.6 초의 어림

정확도를 제공하는 CMM 조인트(23 내지 27) 각각에 사용된다. 23,600개의 계수를 갖는 150mm 직경 RESR이 조인트 당

± 1.9 초의 어림 정확도를 제공하는 CMM 조인트(21, 22) 각각에 사용된다. 레니쇼우 판독 헤드(186) 각각의 출력은 레니

쇼우 알지이 보간기(Renishaw RGE interpolator)(187)로 보내진다. 레니쇼우 알지이 보간기(187) 각각의 출력은 조인트

인쇄회로기판(173)으로 보내진다. 두개 이상의 판독 헤드를 사용하는 이점은 이중적이다. 먼저, 인코더의 편심 장착, 판독

헤드의 오정렬, 가장자리의 인쇄 비선형성, 판독 헤드의 비선형성, 불규칙성, 및 기타 다른 기계적 또는 정렬 오차들 중 어

떤 오차도 단순 평균에 의해 개선되거나 보정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둘째로, 동일 인코더(185)용의 2개 이상의 보간기

(187)로부터의 판독치를 작동 중에 평균화하는 것은 조인트 인쇄회로기판(173)에서 이루어지므로, 인코더의 정확성이 일

부 향상된다. 선택적 실시예에서, 각도 인코더 시스템은, 인코더, 하나 이상의 판독 헤드, 보간기, 평균 및 오차 맵핑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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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하나의 접속부에 의해 각도 인코더 시스템으로부터 조인트 인쇄회로기판(173)으로의 연결이 이루어지는, 단일 장치

로서 제공된다. 장래에는 레니쇼우와 같은 많은 회사들이 60 아크 초의 정확도를 가지는 약 50mm 직경의 각도 인코더 시

스템과 같은 시스템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패턴 인코더)

본 발명의 로봇 CMM 암(1)에 제공된 인코더의 정확도는 로봇 CMM 암(1)의 정확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본 발명의

목적은 2개의 판독 헤드를 구비하는 단일형의 인코더에 비해 보다 더 정확한 패턴 당 하나의 판독 헤드를 구비한 신규한

이중 패턴 인코더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도12b를 참고하면, 이중 패턴 인코더(860)는 2개 측면(A, B) 각각의 둘레에 인

쇄된 가장자리 패턴(862)를 구비하는 인코더 디스크(861)와, 측면(A)에 있는 패턴(862)를 판독하는 하나의 판독 헤드

(186)과, 측면(B)에 있는 패턴(862)를 판독하는 제2 판독 헤드(186)을 포함하고, 상기 두개의 판독 헤드는 대략 180도 이

격되어 위치된다. 도 12c를 참고하면, 이중 패턴 인코더 맵핑 장치(863)가 제공되는데, 상기 인코더 맵핑 장치는, 에어로테

크 인코포레이티드(Aerotech Inc, 미국 소재)에서 제공하고 있는 ABR1000과 같은 정확한 회전 스테이지(864)와, 정확한

회전 스테이지(864)의 회전 부재 위에 디스크(861)을 클램프 고정시키기 위한 특수 형상의 볼트와 같은 회전 클램핑 기구

(865)와, 패턴(862)이 고정형 판독 헤드(186)에 대해서 이동할 때에 제1 판독 헤드(186)는 측면(A)에 있는 제1 패턴(862)

을 판독하고 제2 판독 헤드(186)는 측면(B)에 있는 제2 패턴(862)을 판독하도록 디스크(861)의 양 측면에서 서로 대략

180도로 위치된 2개의 고정형 판독 헤드(186)와, 케이블(186)에 의해 상기 정확한 회전 스테이지(864)와 판독 헤드(186)

에 연결되는 맵핑 시스템(866)을 포함한다. 정확한 회전 스테이지(864)는 이중 패턴 인코더(860)에 의해 수행되는 정확도

에 비해서 보다 더 정확하다. 맵핑 시스템(866)은 (a) 정확한 회전 스테이지(864)의 이동을 제어하고, (b) 판독 헤드(186)

로부터 나온 신호를 판독하고, (c) 맵(867)을 출력한다. 도 12d를 참고하면, 디스크(861)가 도시되어 있는데, 그 디스크 위

에는 패턴 A(869)의 중심과, 패턴 B(870)의 중심과, 이중 패턴 인코더(860)를 유지하는 조인트의 축의 회전 중심(871)이

놓여 있다. 맵(867)은 디지탈 파일로서, (i) 2개의 패턴(862)의 서로에 대한 오정렬의 크기 M과, (ii) 오정렬의 방향(872)

과, 정확한 회전 스테이지(864)와 각 패턴(862) 상의 인쇄된 가장자리 사이의 각도 오차를 맵핑하며 각 패턴(862) 상의 가

장자리의 인쇄 비선형성을 적어도 가리게 되는 각 패턴(862)용의 오차 맵을 제공하는 맵핑 정보를 포함한다. 두개의 패턴

(862)은 10미크론의 통상적인 축방향 오정렬 크기 M을 갖는 합리적 수준의 축방향 오정렬로 인쇄되지만, 이와 같은 오정

렬 크기 M은 10미크론보다 크거나 혹은 작을 수 있다. 오정렬 M의 방향(872)은 디스크(861) 상에 손으로 표시된다. 측면

(A)와 측면(B)가 디스크(861) 상에 손으로 표시된다. 오정렬의 방향(872)은 통상적으로는 판독 헤드(186)에 의해 판독된

패턴(862) 상의 절대 기준 표시를 참조함으로써 알게 된다. 맵(867)을 생성시키는 과정은 당업자에게 잘 알려져 있는 것이

다. 각 패턴(862) 상의 기준 표시는 오차 맵의 참고 기준이 된다.

로봇 CMM 암(1)에는 최대 7개의 이중 패턴 인코더(860)이 마련될 수 있다. 각각의 이중 패턴 인코더(860)에 맵(867)이

마련된다. 인코더 보정 과정에서, 이중 패턴 인코더(860)이 있는 로봇 CMM 암(1)의 조인트는 하나의 회전축 한계로부터

통상적으로 5도인 다른 사용 스텝으로 나아가게 되지만, 상기 스텝은 5도보다 작거나 혹은 클 수가 있다. 각 판독 헤드

(186)으로부터의 판독은 각 스텝에서 취해져서 한 세트의 판독치를 형성하게 된다. 판독치들의 세트는 맵(867)의 오차 맵

을 이용하여 수정되어서 수정 판독치를 제공한다. 수정 판독치들은 당업자에게 잘 알려져 있는 프로세스에서 맵(867) 내

의 오정렬 정보 및 오정렬 방향 정보를 이용하여 처리되어서 패턴A(869)와 패턴B(870)의 중심에 대한 조인트 중심(871)

의 위치를 계산하게 된다. 보정 후에, 로봇 CMM 암(1)이 사용 중인 경우에는, 패턴A(869)와 패턴B(870)의 중심에 대한

조인트 중심(871)의 보정된 위치는 이중 패턴 인코더(860)로부터의 판독치를 수정하는 데 이용되어서 로봇 CMM 암(1)을

보다 정확하게 한다. 보정된 이중 패턴 인코더(860)는 2개의 판독 헤드를 구비한 균등물인 단일 패턴 인코더에 비해 보다

더 정확하게 각도를 제공하는데, 그 이유는 (a) 하나가 아닌 실질적으로 2개의 독립된 오차 맵핑 인코더 시스템이 있고 그

결과 이와 같은 2개의 시스템이 하나의 패턴을 갖는 하나의 인코더 시스템에 비해 보다 나은 평균을 제공하고, (b) 조인트

축에 대한 디스크(861)의 비직교성에 기인한 오차는 장동적으로 평균화되기 때문이다. 이중 패턴 인코더(860)는 2개의 판

독 헤드를 갖는 균등물인 단일 패턴 인코더와 같은 수의 구성 부재, 같은 무게를 가지며 같은 체적을 차지한다. 선택적 실

시예에서, 이중 패턴 인코더(860)는 디스크(861)의 동일 측면에 2개의 패턴(862) 모두를 반경 방향에서 내측과 외측을 향

하는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저비용의 이중 패턴 인코더(860)를 제공하기 위한 또 다른 실시예에서, 디스크(861)의 제조

공정 중에 충분히 작은 오정렬 크기 M으로 정렬되면, 이중 패턴 인코더(860)를 맵핑하는 별도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그러면서도 로봇 CMM 암(1)의 조인트로 삽착시키는 데 있어서의 임의의 축방향 오정렬을 자동으로 평균화하는 이점은

여전히 얻을 수 있다. 보다 정확한 로봇 CMM 암(1)을 위한 선택적 실시예에서, 2개의 이중 패턴 인코더(860)는 각 조인트

에, 바람직하기로는 조인트 중심의 각 측면에 위치된다.

<외골격 구동 시스템의 구조>

(환경 오염 방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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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목적은 이동형 로봇 CMM암이 조용하게 작동하며 사무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설계

조건하에서는 방출되는 가청 소음의 수준을 최소로 유지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청 소음의 방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터 및 기어 물림 방식을 포함한 본래 저소음인 구동 시스템이 선택된다. 기본적으로, 가청 소음의 출력 수

준은 로봇 CMM 암이 구동될 때의 속도와 가속도에 따라서 증가한다. 속도와 가속도를 줄이면 많은 응용 장치에 있어서 시

간 주기에 있어서의 충격이 거의 없어진다. 그 이유는 시간 주기의 통상적으로 90%는 저속 처리인 측정시 발생되는 것이

어서 속도의 증가에 의해서는 10%만 증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출되는 가청 소음의 수준을 최소화하는 것이 주요 사용

조건인 경우, 낮은 속도와 가속도에서 조용하게 스캔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콘트롤 시스템을 설정할 수 있다. 로봇 CMM

암은 구동 시스템의 구성 부재들에 낮은 전자기 방사가 결합되게 하고 대부분의 전자기 방사를 방출하는 구성 부재들 주위

를 차폐시킴으로써 전자기 방사의 방출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열 전달)

본 발명의 목적은 외골격(6) 내의 모터(176) 및 기타 다른 구성 부재로부터 내부 CMM 암(5)으로 전달되는 열을 최소화하

고, 그 결과 온도가 비교적 안정화되고 균일해짐으로써 내부 CMM 암(5)이 보다 정확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

해 다음과 같은 것들이 개시된다.

- 전도에 의한 열전달을 제거하기 위하여, 외골격 모터(176)로부터 내부 CMM 암(5)까지 의미 있는 직접적인 열 전달 링

크는 없다. 전동 수단(10)은 작으며 그들 재료의 열전달 계수는 낮다. 콘트롤 박스(159) 내의 어떠한 고온 부품도 로봇

CMM 암의 기부(4)에 직접 부착되지 않는데, 이것은, 콘트롤 박스(159) 내의 고온 부품과 로봇 CMM 암의 기부(4) 사이에

는 열전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내부 CMM 암 세그먼트(32 내지 38)들은 내부 CMM 암(5)으로부터 모터(176)으로의 복사에 의한 열 전달을 최소화하

기 위해 코팅된다.

- 모터는 환기가 양호하며, 전도에 의한 열 전달을 최대로 하고 작동 온도를 최소로 하기 위한 열 싱크를 구비한다. 작동 중

의 조인트의 각속도는 모터(176)가 과열되는 것이 방지되도록 프로그램된다.

- 도 13a를 참고하면, 내부 CMM 암 세그먼트(32 내지 38)와 외골격 세그먼트2(42) 내지 외골격 세그먼트8(48)과의 사이

에 덕트(189)가 있다. 기부(4)에 위치된 대형 필터(191)를 구비한 저용량 팬(190)이 공기(192)를 빨아들여서 그 공기를

내부 CMM 암(5)과 외골격(6) 사이의 덕트(189)를 따라서 송풍한다. 공기(192)의 대부분은 내부 CMM 암 세그먼트(38)와

외골격 세그먼트(48) 사이의 팁 단부(3)에서 배출된다. 이와 같은 강제 순환 공기는 대류에 의한 효과적인 냉각을 제공한

다. 팬(190)은 사무 환경에서 조용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선택된다. 필터(191)는 대형이고 사무 환경에서 작동하기에

적합해야 한다. 필터(191)는 5년 동안 교체하거나 세척할 필요가 없어야 한다. 팬(190)에 의해 빨아들여진 공기(192)의

일부는 콘트롤 박스(159)를 통과하고서 콘트롤 박스 내의 배기구(353)를 통해 빠져나간다. 이와 같은 순환 공기는 콘트롤

인쇄회로기판(172), PSU(171) 및 증폭기(175)를 포함한 콘트롤 부품들로부터 열을 제거한다.

(외골격 구동 시스템)

로봇 CMM 암(1)은 인코더를 구비하는 브러쉬형 DC 서보 모터인 전기 모터(176)에 의해 구동된다. 본 발명의 구동 시스템

은 임의의 종류의 전기 모터에 제한되지 않고, 유압 및 공압을 포함한 각기 다른 동력 시스템의 범주의 것에 의해 구동된

다. 유압 및 공압은 인코더를 구비하는 전기 모터에 비해 로봇 CMM 암에 진동을 덜 가한다. 전기 모터(176)는 AC 또는

DC 서보 모터, 스텝퍼 모터, 기타 다른 형태의 모터일 수가 있는데, 모터(176)는 브러쉬형 또는 브러쉬리스형일 수 있다.

전기 모터(176)와 인코더(179)가 폐쇄하는 고속 콘트롤 루프가 제공되는데, 그 고속 루프는 로봇 CMM 암(1)을 좌우로 이

동시키는 데에 만족스럽다. 접촉 측정이 이루어졌을 때, 내부 CMM 암(5) 상의 강성 탐침은 접촉이 이루어 졌을 때에 이동

을 중지할 것이고 그 동안에 로봇 CMM 암의 작동은 계속된다. 고정확도의 콘트롤 루트가 접촉 측정을 위해 제공되는데,

여기서 고속 콘트롤 루프 외측에 있는 저속의 고수준 루프를 폐쇄하는 데에는 CMM 인코더(178)가 사용된다. 제조 비용을

줄이기 위해 로봇 CMM암의 무게를 줄이고, 보다 소형 디자인으로 제조하기 위해 CMM인코더(178)를 위치 피드백용으로

사용하므로, 외골격 인코더(179)는 필요하지 않게 된다. 제조 비용을 더 줄이기 위해, 콘트롤 루프 내에서는 어떠한 위치

감지도 하지 않는 개방 루프 포맷에 스텝퍼 모터를 사용할 수 있다. 어떤 응용 분야에서는 로봇 CMM 암의 가속도가 낮아

야 할 것을 필요로 하게 되며 구동력이 낮은 구동 시스템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또 다른 응용 분야에서는 고가속도를

필요로 하고 구동력이 보다 강력한 구동 시스템을 필요로 할 것이다. 자동차 생산 라인에서의 응용 분야에서는 자동차 차

체와의 충격에서도 버텨낼 수 있는 튼튼한 로봇 CMM 암(1)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응용 분야에서는 내부 CMM 암(5)이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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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기 때문에 구동 트레인 요소의 백래쉬를 낮게 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벨트 드라이브와 같은 저비용, 저중량

의 구동 트레인 구성 부재들을 사용할 수도 있다. 본 실시예에서는, 각 조인트(61 ~ 67)를 구동시키는 데에 하나의 모터

(176)이 사용된다.

(로봇 동력학)

당해 기술 분야에서 숙련된 자들이라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로봇 CMM 암의 관성 모멘트를 최소로 하는 것이 가능하기만

하다면 유리하다. 조인트의 각가속도와 최대 각속도를 한정하는 주어진 성능 사양에 있어서, 저 관성 모멘트를 갖는 로봇

CMM 암이 다른 로봇 CMM 암에 비해서 공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적은 에너지를 사용한다. 모터와 같은 구동 유닛은 집중

된 질량으로 무거워지게 된다. 바람직하기로는, (a) 구동 유닛을 가능한 한 로봇 CMM 암의 기부 단부에 긴밀하게 위치시

키고, (b) 구동 유닛의 질량을 줄이고, (c) 로봇 CMM 암의 세그먼트들의 질량을 줄이는 것이 좋다. 기부 단부를 로봇 CMM

암에 근접하게 구동 유닛을 구동시키면, 이동된 구동 유닛과 기부 사이에 우치된 구동 유닛의 사양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

데, 그 이유는 이전의 구동 유닛은 기부 단부에 보다 근접하게 위치된 구동 유닛을 강하게 이동시키는 작동을 할 필요가 없

기 때문이다. 사양이 줄여진 구동 유닛은 경량이 되고 결국은 다른 곳에서도 실행하는 또 다른 구동 유닛이 덜 필요하게 될

것이다. 구동 유닛을 기부 단부에 근접하게 이동시키는 데 다른 또 다른 이점은 일부 외골격 세그먼트에 가해지는 응력이

줄어들어서 외골격 세그먼트들을 경량으로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단지 하나의 구동 유닛만을 기부 단부에

근접하게 이동시키더라도 복합적인 유리한 이점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본 발명의 목적은 구동 유닛을 기부 단부에 가

능한 한 근접하게 위치시킴으로써 로봇 CMM 암의 무게를 최소화하고 정해진 사양대로 에너지를 소모할 수 있도록 로봇

CMM 암을 최적화하는 것이다.

도 13b를 참고하면, 로봇 CMM 암(1)의 고관성 실시예에 있어서의 조인트 중심3 및 조인트 중심5(23, 25)와 그들의 모터

(176)는, 조인트 중심3 및 조인트 중심5(23, 25)와 그들의 모터(176)가 기부 단부(2)에 근접하게 있는 저관성 실시예의 로

봇 CMM 암(1)에 비해서, 기부 단부(2)로부터 멀리 떨어져있다. 모터는 조인트 중심에 인접하게 있을 필요는 없지만, 선택

적인 실시예에서, 조인트 중심 3 및 조인트 중심5(23, 25)은 기부 단부(2)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모터(176)는 기부 단부

(2)에 보다 근접해 있고 토크 전달 수단은 모터 토크를 모터(176)로부터 외골격 세그먼트3 및 외골격 세그먼트5(43, 45)

를 따라서 조인트 중심3 및 조인트 중심5(23, 25)로 전달한다. 구동 유닛을 기부 단부에 근접하게 위치시키는 데 따른 통

상적인 절감 효과는 로봇 CMM 암의 질량에 있어서는 1Kg 이상이고 동력 소모면에서의 절감 효과는 10% 이상이나 된다.

<전동 수단>

제1 실시예에서, 외골격(6)의 기부(41)는 내부 CMM 암(5)의 기부(31)에 견고하게 부착되고, 그에 의해 두개의 기부(41,

31)들 사이에 유의적인 상대 운동이 없도록 하고 힘과 토크가 이와 같은 강성 부착부를 통해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다수

의 전동 수단(72 내지 78)이 제공되는데, 그 전동 수단들은 각 CMM 세그먼트(32 내지 38)용으로 전혀 없을 수도 있고 하

나 이상이 있을 수도 있다. 각각의 전동 수단(72 내지 78)은 대응하는 외골격 세그먼트(42 내지 48)와 대응하는 CMM 세

그먼트(32 내지 38)과 물리적으로 접촉한다. 작동 중에 CMM조인트(51 내지 57)와 조인트(61 내지 67)의 중심 축들은 실

질적으로 동일 위치에 있게 된다. 이들 조인트 중심들과 축에 약간이라도 오정렬을 야기하는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 CMM 세그먼트2 ~ 8(32 ~ 38)의 스트레인이 외골격 세그먼트2 ~ 8(42 ~ 48)에 비해서 다른 경우.

- 전동 수단2 ~ 8(72 ~ 78)의 탄성 변형: 제1 실시예에서, 전동 수단2 ~ 8(72 ~ 78) 모두는 탄성 수단을 포함하지만 내부

CMM 암(5)과 외골격(6)을 견고하게 부착시키지 않는다. 제1 실시예에서, 내부 CMM 암(5)과 외골격(6) 사이의 유일한 강

성 부착부만이 기부 단부(2)에 있고, 특히 탐침과 단부(3)에서는 내부 CMM 암(5)과 외골격(6) 사이에 강성 부착부가 없

다.

-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은 세그먼트들의 자동 회전

- 제조 및 조립 공차의 발생으로 인한 오정렬

(전동 수단의 양호한 배치)

불연속 또는 연속 전동 수단(10)의 개수, 위치, 및 종류를 선택하고 설계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할 인자들이 많다는 것은 당

해 기술 분야에서 숙련된 자들이라면 알 수 있다. 전동 수단(10)의 배치는 6축과 7축의 로봇 CMM 암(1)에서 각기 다르다.

전동 수단(10)의 배치는 짧은 도달 거리와 긴 도달 거리의 로봇 CMM 암(1)에서 각기 다르다. 전동 수단(10)의 배치는 위

치와 순서가 각기 다른 조인트를 포함하는 각기 다른 조인트 배치에서 각기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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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수단의 개수)

하나의 불연속 전동 수단으로부터 로봇 CMM 암의 길이 전체에 걸쳐 연속 접촉하는 전동 수단에 이르기까지 임의의 개수

의 전동 수단이 사용될 수 있다.

하나의 전동 수단: 단지 하나의 전동 수단만이 있는 경우에는, 탐침(90)을 위치시키고 배향시키기 위해서는 전동 수단8

(78)은 CMM 세그먼트8(38)과 외골격 세그먼트8(48) 사이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6축 또는 7축 암은 여분을 가지므로 엘

보는 중력 가속도나 관성 가속도하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자유 이동의 결과로서 제2의 불가피한 전동 수단이 생기

고, 여기서 CMM 조인트4(54)가 외골격 조인트4(64)와 충돌하게 된다.

두 개의 전동 수단: 설명한 바와 같이, 제1 전동 수단은 전동 수단8(78)이어야 한다. 제2 전동 수단은 엘보를 제어하기 위

해서는 CMM 세그먼트3(33)의 조인트 중심2(22) 단부와 CMM 세그먼트6(36)의 조인트 중심6(26) 단부 사이에 있어야 한

다. 제2 전동 수단이 조인트 중심2(22)를 향하는 경우, 외골격(6) 상의 드라이브들은 항상 무거워야 하고 대부분의 암의 무

게를 지지하는 제1 전동 수단에 대한 구동력이 강해야 하는데, 그 결과 필요한 로봇 CMM 암(1)보다 훨씬 더 무거워지게

된다. 제2 전동 수단이 조인트 중심4(24)로부터 떨어져 있는 경우, 엘보의 무게를 들어올리기 위해서는 내부 CMM 암(5)

을 통하여 상당한 굽힘 모멘트가 필요하게 되고, 이는 로봇 CMM 암의 정확도를 떨어뜨리거나 혹은 CMM 세그먼트3(33)

을 강화시키는 데 있어 별도의 상당한 중량을 필요로 하게 된다.

세 개의 전동 수단: 강성 기부 연결 외에도 3개의 전동 수단이 로봇 CMM 암(1)의 제1 실시예의 전동 수단의 바람직한 개

수이다. 새 개의 전동 수단은, 조인트 중심4(24) 근처나 앞에, 조인트 중심6(26)의 근처나 앞에, 탐침 단부(3) 앞의 전동 수

단8(78)에 위치된다. 전동 수단의 이와 같은 배치는 다음과 같은 이점을 갖는다.

- 긴 세그먼트인 CMM 세그먼트3 및 세그먼트 5(33, 35)가 단부 근처에 간단하게 지지되고 이로 인해 중력하에서의 빔의

변형이 줄어든다.

- 모터 및 기어박스의 전력과 무게가 최소화되어 최소 무게의 로봇 CMM 암(1)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 전동 수단의 수가 최적화되어, 임의의 추가 비용, 무게 및 복잡성이 최적화된다.

네 개 내지 일곱 개의 전동 수단: 4 내지 7개의 전동 수단(10)을 구비한 로봇 CMM 암(1)의 설계 상의 복잡성은 각 전동 수

단이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증가한다. 전동 수단의 서로에 대한 작동 가능성과 내부 CMM 암(5)에 바람직하지 모멘트의 인

가는 증가한다.

연속 전동 수단: 내부 CMM 암(5)과 외골격(6) 사이에는 연속하는 탄성체가 제공될 수 있다. 내부 CMM 암(5)과 외골격(6)

사이의 중간 체적부에는, 서로가 접착되기는 하지만 각기 다른 공간 내 방향의 아래로 혹은 둘레로 흐르지 않도록 접착제

로 피복된 얼마간의 작은 고무 구로 채워질 수 있다. 중간 체적부는 에어 포켓이 플라스틱 시트 내에 포집되어 있는 버블-

랩(bubble-wrap)과 같은 재료로 채워질 수 있다. 내부 CMM 암(5)으로 전달되는 힘과 토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매체를 특

정할 수도 있다. 내부 CMM 암(5)의 조인트와 외골격(6)의 조인트의 오정렬을 최소화하기 위한 매체를 특정할 수도 있다.

3개 성분의 방향, 즉 반경 방향, 축 방향, 비틀림 방향에서 소망하는 탄성이 나타내날 수 있도록 한 매체를 특정할 수도 있

다. 매체는 중간 체적부 전체에 걸쳐서 연속하거나 혹은 불연속 전동 수단과 비슷하게 비연속일 수도 있다. 연속하는 매체

는 불연속 특성들을 보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중간 체적부에서의 각기 다른 영역에서의 반경 방향, 축방향, 비틀림 방향

의 탄성이 변화할 수 있는데, 아마도 실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비구동 세그먼트의 자동 회전)

도 2를 참고하면, 7축 로봇 CMM 암(1)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세그먼트가 구동 요소로부터의 구동력이 없는 상태에서 중

력의 작용하에서 자동으로 회전하는 사례는 네 가지가 있다. 이와 같은 CMM 세그먼트의 자동 회전은 바람직하지 않은데,

그 이유는 조인트가 후속하는 구동 회전을 위한 각도에 대해서 90도의 방향으로 있다면 그 결과로서 CMM 암에 손상을 주

게 되거나 혹은 조인트의 잠김으로 인해 CMM 암의 보정에 손실이 있기 때문이다.

사례 1: 직교 힌지 조인트(22)가 곧바르면 자동 회전이 발생한다. 자동 회전은 CMM 조인트1와 CMM 조인트3(51, 53)들

사이에서 서로 회전하는 CMM 세그먼트2 및 CMM 세그먼트3(32, 33)을 포함한다. 이는 바람직하지 않은데, 그 이유는 로

봇 CMM 암이 일반적으로는 수직 방향으로 장착되고 중력에 의해 가속되는 편심 질량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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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직교 힌지 조인트(24)가 곧바르면 자동 회전이 발생한다. 자동 회전은 CMM 조인트3과 CMM 조인트5(53, 55)들

사이에서 서로 회전하는 CMM 세그먼트4 및 CMM 세그먼트5(34, 35)를 포함한다. 이는, 중력에 의해 가속되는 CMM 세

그먼트4 및 CMM 세그먼트5(53, 55)에 중력의 편위 축 중심(off-axis centre)이 있고 힌지 조인트4(24)가 수직 방향이 아

닌 경우라면, 바람직하다.

사례 3: 직교 힌지 조인트(26)가 곧바르면 자동 회전이 발생한다. 자동 회전은 CMM 조인트5와 CMM 조인트7(55, 57)들

사이에서 서로 회전하는 CMM 세그먼트6 및 CMM 세그먼트7(36, 37)을 포함한다. 이는, 중력에 의해 가속되는 CMM 세

그먼트6 및 CMM 세그먼트7(56, 57)에 중력의 편위 축 중심(off-axis centre)이 있고 직교 힌지 조인트6(26)이 수직 방향

이 아닌 경우라면, 바람직하다. 사례 1, 2, 3은 중첩하는 구동 전동 수단에 설치된 회전 억제 요소에 의해서나 혹은 별도의

회전 억제 수단(940)에 의해서 방지될 수 있다.

사례 4: CMM 세그먼트8이 중력의 편위 축 중심(off-axis centre)을 갖고 있으나 전동 수단에 의해 구동되지 않는 경우에

자동 회전이 발생한다. 그러나, 전동 수단8(78)은 필수적인 것으로서, 비틀림 구동을 부여하므로 사례 4는 무시될 수 있다.

(직교 힌지 조인트의 잠김)

로봇 CMM 암(1)의 공간 내 방향의 예는 많은 사례가 있는데, 상기 로봇 CMM 암에서는, 직교 힌지 조인트가 잠기며, 중력,

오정렬 및 남용된 부하의 영향에 의해 바람직하지 않은 힘, 모멘트, 도는 토크가 내부 CMM 암(5)에 가해진다.

잠김 사례 1: 직교 힌지 조인트2, 4, 6(22, 24, 26)은 그들의 수평 축선과 함께 곧바로 펴진다. 기부 축선이 수직이면 암은

수직이다. 오정렬의 결과 굽힘 모멘트가 전동 수단에 의해 내부 CMM 암(5)에 가해진다. 하중이 남용된 결과 굽힘 모멘트

가 전동 수단에 의해 내부 CMM 암(5)에 가해진다. 이와 같은 효과는 전동 수단과 외골격의 강성을 주의 깊게 설계하면 최

소화되거나 혹은 제거될 수 있다.

잠김 사례 2: 직교 힌지 조인트4, 6(24, 26)은 그들의 수직 축선과 함께 곧바로 펴진다. 조인트2(22) 다음에 로봇 CMM 암

(1)의 세그먼트들이 수평이 되면 CMM 세그먼트3 ~ 8(33 ~ 38)이 중력 하에서 수평으로 놓이며 두 개 이상의 위치에 지

지되는 단일의 강성 "잠김" 빔을 형성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잠김"빔이 각 단부에 지지되었을 때 중간부에는 상당한 변형

이 발생한다. 3 개 이상의 위치에 지지되었을 때에는 굽힘 모멘트가 증가하여 변형이 더 나빠지게 존재하게 될 것이다. 오

정렬의 결과 굽힘 모멘트가 전동 수단에 의해 내부 CMM 암(5)에 전달된다. 하중이 남용된 결과 굽힘 모멘트가 전동 수단

에 의해 내부 CMM 암(5)에 가해진다. 이는 가장 나쁜 공간 내 배향의 사례로서 내부 CMM 암(5)에 가해지는 바람직하지

않은 힘과 모멘트의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효과는 전동 수단과 외골격의 강성을 주의 깊게 설계하면 최소

화되거나 혹은 제거될 수 있다. 선택적으로, 로봇 CMM 암(1)이 이와 같은 잠김 사례2의 공간 내 방향으로 이동하지 않도

록 한 스텝이 측정 중에 취해질 수 있다. 일례로, 조인트3, 7(23, 27)에서 90도 회전하면, 암을 동일한 공간 내 방향에 남겨

놓고, 직교 힌지 조인트4, 6(24, 26) 모두를 잠그지 않으며, 바람직하지 않은 모멘트를 제거하며, 암을 측정에 적합하게 한

다.

잠김 사례 3: 직교 힌지 조인트6(26)은 곧바로 펴져 있고 그 축선은 수직이다. 이는 상기 잠김 사례2의 부차적 사례이다.

변형은 덜 하다. 잠김 사례3은 잠김 사례2와 유사한 방식으로 해소될 수 있다.

상기 잠김 사례의 예나 혹은 임의의 기타 다른 잠김 사례의 예에서의 잠김은, (1) 조인트가 180도까지 도달하지 않게 외골

격(6)에 강성 정지부를 두고, (2) 로봇 CMM 암을 잠김이 발생하는 공간 내 방향으로 이동시키지 않음으로써 피할 수 있다.

(전동 수단의 양호한 배치)

도 14를 참고하여, 로봇 CMM 암(1)용의 전동 수단의 양호한 배치에 대해 설명한다. 로봇 CMM 암(1)은 수평 공간 내 방향

에서 조인트2로부터 전방을 향해 정적인 상태에 있다. 3개의 전동 수단 3, 5, 7(73, 75, 78)이 제공된다. 전동 수단3(73)은

조인트 중심3(23) 바로 앞에 위치한다. 전동 수단5(75)는 조인트 중심5(25) 바로 앞에 위치한다. 전동 수단8(78)은 조인트

중심7(27) 뒤에 위치한다. 회전 제한 수단(940)이 조인트 중심2, 4, 6(22, 24, 26)에 인접하게 제공된다.

도 15를 참고하여, 전동 수단8(78)의 위치에 대해 설명한다. CMM 세그먼트8(38)과 CMM 세그먼트8(78)에 견고하게 장

착된 표준 탐침(90)은, CMM 조인트7(57)에 가해지는 결과력 또는 토크가 무시될 수 있도록, 전동 수단8(78)에 의해 중력

중심(CG8)에 지지된다. 중력 중심(CG8)은 CMM 세그먼트8(38)에 견고하게 장착된 표준 탐침(90)과 결합된 CMM 세그먼

트8(38)의 중력 중심이다. 이것이 바람직한 이유는, 본 발명의 로봇 CMM 암(1)의 목적 중 하나의 목적이 내부 CMM 암(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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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인트에 가해지는 힘과 토크를 줄임으로써 정확도를 최대화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러 질량과 중력 위

치 중심과 관성 모멘트를 갖는 광학 탐침(91)을 포함하는 탐침(90)은 로봇 CMM 암(1)의 탐침 단부(2)에 부착된다. 이상적

인 상태에서, 모든 탐침(90)은, CMM 세그먼트(38) 상에 장착되었을 때에, 결합된 탐침(90)과 CMM 세그먼트8(38)의 중

력 중심의 위치가 전동 수단8(78)의 중심에서 CMM 세그먼트8(38)의 축선과 중심 정렬되도록 설계된다. 이와 같은 방식

으로, 중력 중심(CG8)에 중심 정렬된 큰 질량의 탐침(90)을 부착시키는 것은 로봇 CMM 암의 정확도를 떨어뜨리게 될 것

인데, 그 이유는 별도의 질량이 전동 수단8(78)을 거쳐서 외골격(6)에 의해 완전히 지지되기 때문이다.

도 16을 참고하여, 회전 억제 수단(940)에 대해 설명한다. 회전 억제 수단(940)은 핀(941)과 매립형 고무 O링(942)을 포

함한다. 핀(941)은 내부 CMM 암(5)에 견고하게 부착되어서 CMM조인트2(52)의 축선으로부터 돌출한다. O링(942)은 외

골격(6) 내에 견고하게 매립되어 외골격 조인트2(62)의 축선과 정렬된다. 핀(941)의 외경은, CMM 조인트2(52)와 외골격

조인트2(62)가 정렬되었을 때에 핀(941)과 O링(942) 사이에 균일한 공기 간극이 존재하도록, O링(942)의 내경보다 상당

히 작게 한다. 회전 억제 수단(940)의 목적은 CMM 조인트2(52)가 곧바로 펴졌을 때에 CMM 세그먼트2 및 CMM 세그먼

트3의 자동 회전(R)이 방지되게 하는 것이다. 자동 회전(R)이 시작되면, 조인트 중심2(22)의 축선 둘레에서 선회하는 핀

(941)에 의해 즉시 중지되어 O링(942)과 충돌하게 된다. 공기 간극은 로봇 CMM 암의 정상 운동 중에 유지되면서 O링

(942)과 핀(941)을 거쳐서 내부 CMM 암(5)에 인가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힘과 토크를 방지한다.

도 17을 참고하면, 전동 수단3(73)의 원리가 종방향 단면 AA와 축방향 단면 BB에서 도시되어 있다. 전동 수단3(73)의 구

동 전달은 반경 방향이다. CMM 세그먼트3(33)은 반경 방향 힘에 의해서 전동 수단3(73)을 통해서 외골격 세그먼트3(43)

으로부터 이동한다. 전동 수단3(73)은 외골격 세그먼트3(43)의 내측에 120 간격으로 견고하게 부착된 3개의 전동 블럭

(201)을 포함하는데, 전동 블럭(201)은 알루미늄과 같은 경량 재료로 제조된다. 3개의 전동 블럭(201)의 내면에는 2개의

층, 즉 네오프렌과 같은 탄성 재료 층(203)과 CMM 세그먼트3(33)과 접촉하는 PTFE와같은 저마찰 재료 층(202)이 접착

된다. 전동 수단3(73)은 축방향 힘을 전달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저마찰 재료 층(202)이 CMM 세그먼트3(33)과 외골격

세그먼트3(43) 사이의 미끌림을 축방향으로 허용하기 때문이다. 탄성 재료 층(203)은 전동 수단3(73)이 제위치에 조립되

었을 때에 일정한 압축 상태에 놓인다. 탄성 재료 층(203)은 단면적, 두께, 강성이 겸비되어 있고, 이와 같은 겸비된 특성들

로 인해 탄성 재료 층은, 정상 사용 중에 강성을 급속하게 증가시킴이 없이, 혹은 유의적인 거리로 압축됨이 없이, 설계된

탄성 범위 내에 유지된다. 탄성 재료 층(203)은 그 위치에 있는 내부 CMM 암(5)과 외골격(6)의 남용되는 하중 하에서의

오정렬보다는 훨씬 넓고, 이는 내부 CMM 암(5)이 높은 힘 또는 토크를 받게 되는 것을 방지한다.

탄성 재료 층(203)의 강성은, 최대 하중을 지지하고 있을 때에는 탄성 재료 층이 상당히 압축될 수 있도록, 낮아야 한다. 당

해 기술 분야의 숙련된 자들이라면, 단면적과 두께와 강성의 사양 조정은, 생성된 오정렬 공차와 남용되는 하중 하에서의

외골격의 변형을 포함한 많은 인자들을 정확하게 모델링하는 데 필요한 공지의 순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저마찰 재료

(202)를 사용하는 이점은 마찰을 통해 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소요되는 구동 동력이 최소

화된다는 것과, 내부 CMM 암(5)의 정확도가 마찰에 의한 뜨거운 지점들로 인한 열 왜곡을 제거함으로써 유지된다는 것이

다. 2개의 충돌 정지부(209)가 자동 회전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다. 충돌 정지부는 CMM 세그먼트3(33)에 부착된다. 정

상 작동 중에는, 충돌 정지부(209)와 전동 블럭(201) 사이에 공기 간극이 존재한다. 충돌 정비부(209)는 충격을 줄이기 위

해 고무 피복면을 구비한다. 자동 회전이 발생하면, 충돌 정지부(209)가 전동 블럭(201)을 가격함으로써 곧 정지된다. 전

동 수단5(75)는 반경 방향 구동 전달을 위하여 유사하게 배열된다.

전동 수단8(78)의 구동 전달은 비틀림 방향과 반경 방향이다. 전동 수단8(78)은 두 개의 이웃하는 유닛인 비틀림 드라이브

와 반경 방향 드라이브를 포함한다. 반경 방향 드라이브는 도 17의 것과 유사하다. 도 18을 참고하면, 전동 수단8(78)의 비

틀림 드라이브가 종방향 단면 AA와 축방향 단면 BB에 도시되어 있다. CMM 세그먼트8(38)는 토크에 의해서 외골격 세그

먼트8(48)로부터 전동 수단8(78)을 거쳐서 회전한다. 전동 수단8(78)은 CMM 세그먼트8(38)에 접착된 칼라(204)를 포함

한다. 칼라(204)는 180도로 이격되어 반경 방향 외측으로 연장되며 종방향으로 연장되는 3개의 피동 플랜지(209)를 추가

로 포함한다. 120도로 이격되어 있는 3개의 슬롯 형성 전동 블럭(205)이 피동 플랜지를 구동한다. 각각의 슬롯 형성 전동

블럭(205)은 슬롯 형성 전동 블럭(205)의 슬롯의 2개의 구동면에 접착된 2개의 탄성 재료(203) 패드를 포함한다. 슬롯 형

성 블럭(205)은 와셔(207)를 사용하여 볼트(206)로 외골격 세그먼트8(48)에 부착된다. 슬롯 형성 전동 블럭(205), 칼라

(204), 및 와셔(207)은 알루미늄과 같은 경량 재료로 제조된다. 탄성 재료(203)는 피동 플랜지(209)와 접촉하는 PTFE와

같은 외부의 저마찰 재료 층(202)을 구비한다. 전동 수단8(78)은 축방향력을 전달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저마찰 재료 층

(202)이 CMM 세그먼트8(38)과 외골격 세그먼트8(48) 사이의 미끌림을 축방향으로 허용하기 때문이다. 전동 수단8(78)

은 반경 방향의 힘은 부분적으로 전달하는데, 그 이유는 비록 저마찰 재료 층(202)이 CMM 세그먼트8(38)과 외골격 세그

먼트8(48) 사이의 미끌림을 반경 방향으로 허용해도 피동 플랜지(209)는 120도로 위치되어 서로 반응하여서 CMM 세그

먼트8(38)과 외골격 세그먼트8(48) 사이의 임의의 반경 방향 운동에 대해 수정된 힘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탄성 재료 층

(203)은 전동 수단8(78)이 제위치에 조립되었을 때에 일정한 압축 상태에 놓인다. 탄성 재료 층(203)은 단면적, 두께, 강

성이 겸비되어 있고, 이와 같은 겸비된 특성들로 인해 탄성 재료 층은, 정상 사용 중에 강성을 급속하게 증가시킴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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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유의적인 거리로 압축됨이 없이, 설계된 탄성 범위 내에 유지된다. 당해 기술 분야의 숙련된 자들이라면, 통합된 비틀

림 및 반경 방향 드라이브는 본 발명의 배경 원리를 버다 잘 개시하기 위해 별도로 논의하는 2개의 이웃하는 비틀림 및 반

경 방향 구동에 비해 보다 가볍고 보다 소형인 장치로서 제공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 사항)

당해 기술 분야에서 숙련된 자라면, 외골격(6)은 넓은 범위의 전동 수단(10)을 사용하여 힘과 토크를 내부 CMM 암(5)으로

전달할 수 있고 이들 모두는 로봇 CMM 암(1)의 정확도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내부 CMM 암(5)에 가해지는 힘과 토크를

최소화한다는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발명의 로봇 CMM 암(1)의 범위는 여기에 개시된 전동 수

단(10)의 양호한 배치에 제한되지 않고, 로봇 CMM 암(1)이 자동으로 구동되고 정확해지도록 힘과 토크를 외골격(6)으로

부터 내부 CMM 암(5)으로 전달하는 모든 전동 수단(10)을 제공한다. 일례로, 선택적 실시예에서, 불연속 전동 수단(10)의

개수는 2 이상이 될 수 있고, 연속 전동 수단이 사용될 수 있으며, 불연속과 연속 수단의 조합도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로봇 CMM 암(1)의 범위는 탄성 전동 수단에 제한되지 않는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전동 수단(10)은, 외골격(6)으로부터

내부 CMM 암(5)으로 전달되는 힘과 토크가 로봇 CMM 암(1)의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내부 CMM 암(5)과 외골

격(6)을 하나 이상의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시킨다. 역시 당해 기술 분야의 숙련된 자라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시장에 출

시될 미래의 장치는 조합된 내부 CMM 암과 외골격을 구비할 것인데, 이는 로봇 CMM 암이라기 보다는 종래의 로봇으로

주장될 것이다. 본 발명의 범위는 CMM 베어링 및 세그먼트에 가해지느 힘과 토크를 줄이는 기술적 효과를 가지는 장치 모

두를 포괄한다.

<로봇 CMM 암의 보정>

(내부 CMM 암의 보정)

내부 CMM 암(5)에 보정 장치가 채용되는 경우, 응력은 이 응력이 작용하는 조인트에서 증가하고 굽힘 모멘트를 유도할 수

도 있고, 이들 모두는 정확도를 감소시키거나 중량을 반대로 증가시키는 것을 필요로 한다. 로봇 CMM 암(1)의 내부 CMM

암(5)의 조인트는 수동 CMM 암에 비해서 통상적으로 보다 많은 사이클 동안 사용되는데, 그 이유는 로봇 CMM 암은 하루

에 최대 24시간, 일년에 최대 365일 동안 사용될 수 있어서 보수 주기와 조업 중단이 적기 때문이다. 조인트가 고응력을 받

고 지속적으로 사용되면, 보정 장치는 보다 많은 열을 발생시킬 것이고 암 내의 그 조인트의 온도는 낮은 사용 빈도에 비해

보다 더 높아질 것이다. 이는 암의 부정확도를 잠재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다. 내부 CMM 암(5)의 그 조인트의 베어링은

아주 많은 사용 수명 주기 동안 강성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느슨한 베어링은 내부 CMM 암(5)의 부정확도에 있어서

유의적 원인이고 보정될 수가 없다. 본 발명의 목적은 외골격(6)이, 내부 CMM 암(5)을, 외부 보정 장치가 되게 하는 방식

으로 유지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외부 보정은 운동 중에 CMM 암(5)에 가해지는 힘과 토크의 대부분을 최소화하

고 내부 보정 장치의 단점을 제거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내부 CMM 암(5)은 보정 장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보정 장

치가 없음으로 해서 로봇 CMM 암(1)은 보다 더 가볍고 간단하고 가벼우며 제조 비용이 덜 든다는 것이다. 본 발명의 범위

는 내부 CMM 암(5) 상에 보정 장치가 없는 로봇 CMM 암(1)에 제한되지 않고 내부 CMM 암(5)에 보정 장치가 구비된 로

봇 CMM 암(1)도 포함한다.

(외골격 보정 장치)

로봇 CMM 암(1)은 그 기부(4)에 임의의 방향으로 장착될 수 있다. 수직 방향에서 상향 또는 하향인 기본 방향에서, 외골격

(6)은 외골격(6)과 내부 CMM 암(5)의 무게를 보정하는 보정 장치를 외골격 조인트2(62) 내에 구비한다. 보정 장치는 전

기, 공압, 또는 유압과 같은 동력원으로부터 동력을 바로 소모하지 않는 장치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외골격 조인트2

(62) 내의 드라이브 시스템은 대부분의 작업 사이클(duty cycle)에서 그 구동력이 강하지 않으며, 덜 무거우며, 에너지 소

비가 덜하다는 것이다. 로봇 CMM 암(1)의 통상적인 설계에 있어서, 보정 장치가 존재하게 되면 동력 소모를 10 내지 25%

줄일 수 있고 로봇 CMM 암의 무게를 5 내지 12% 줄일 수 있다.

도 19를 참고하면, 로봇 CMM 암(1)의 기부(4)는 수직 방향에서 상향으로 장착되고, 보정 장치(210)의 적용 방향(A)은 외

골격(6)의 외골격 세그먼트3(43)을 수직 위치를 향하여 중력에 대항해서 상향으로 들어 올리도록 한 것이다. 보정 장치

(210)는 외골격 조인트2(62)의 축의 한 단부에 위치된다. 로봇 CMM 암(1)의 기부(4)가 수직 방향에서 하향으로 장착된

상태, 일례로 이동형 브릿지 3축 CMM(129)의 칼럼으로부터 하향으로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보정 장치(210)의 적용 방향

은 외골격(6)의 외골격 세그먼트3(43)을 수평 위치를 향하여 중력에 대항하여 상향으로 들어올리도록 한 것이다. 바람직

하기로는 외골격 조인트2(62)를 통하여 토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단일의 보정 장치(210)가 작동한다. 보정 장치(210)은

바람직하기로는 기계 가공된 코일 스프링이다. 보정 장치(210)은 외골격 조인트2(62)의 임의의 방향에서 외골격 조인트2

(62)를 회전시키는 데 소요되는 최대 토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적 값으로 설정된다. 보정 장치(210)가 의미하는 바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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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격 조인트2(62)를 구동시키기 위한 보다 작고 가벼운 드라이브 시스템이 제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적인 상황에서,

보정 장치(210)는 외골격 조인트2(62)의 중심을 통하여 바로 작동해야 외골격 조인트2(62)에 가해지는 굽힘 모멘트를 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본 발명의 로봇 CMM 암에 있어서, 내부 CMM 암(5)의 CMM 조인트2는 외골격 조인트2(62)의 중간

에 위치된다. 따라서 보정 장치(210)가 편심되게 위치되어서 외골격 조인트2(62)에 굽힘 모멘트를 인가하게 된다. 외골격

(6)의 구조, 특히 외골격 조인트2(62) 둘레의 구성 부재의 구조는 보정 장치(210)로부터 나오는 굽힘 모멘트에 반작용하기

에 충분하고 외골격(6)의 굽힘을 소정의 한계 범위 내에서 유지하기 충분할 정도의 강성을 가져야 한다. 외골격 조인트2

(62)의 토크 보정 방향은 수직 방향으로 상향이거나 하향인 로봇 CMM 암의 기부(4)의 방향에 대향된다. 제공된 보정 장치

(210)는 로봇 CMM 암(1)의 기부(4)의 방향이 변동되었을 때에 그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토크를 인가할 수 있도록 뒤집어

질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서, 보정 장치는 추가로 댐퍼(damper)를 포함한다.

선택적인 실시예에서, 두개의 보정 장치(210)를 선택해서 암용으로 제공하는데, 그 중에서 제1 보정 장치는 로봇 CMM 암

(1)이 수직 방향에서 상향인 기부(4) 방향을 가질 때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고, 제2 보정 장치는 로봇 CMM 암(1)이 수직 방

향에서 하향인 기부(4) 방향을 가질 때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며, 로봇 CMM 암(1)의 기부(4)의 방향에 대해 적절한 보정

장치(210)가 장착된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두개의 각기 다른 방향에 대해 수동으로 설정하는 보정 장치(210)가 제공되는

데, 이는 로봇 CMM 암(1)의 작동 중에 수동으로 설정된다. 본 발명의 선택적 실시예에서, 외골격 조인트2(62)의 양 측면

에 두개의 보정 장치(210)가 제공되어서, 외골격 조인트2(62)를 가로지르는 굽힘 모멘트가 무시될 수 있도록 거의 동일한

토크로 설정된다.

로봇 암의 기부가 일례로 벽에 장착되었을 때와 같이 수평 방향으로 장착되는 경우와 같은 기부 방향에 있어서, 보정 장치

(210)는 그 적용이 유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강제되어 있지 않는 한은 조인트(2)에는 구비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택적 실시예에서, 본 발명의 로봇 CMM 암은 외골격(6)에 아무런 보정 장치(210)이 dqjtdj도 기능할 수 있다.

<조인트의 제한 사항>

로봇 CMM 암(1)의 제1 실시예는 축방향 조인트에 대해서는 무한 회전을 하며 각각의 직교 조인트의 회전에 대해서는 강

성 제한부를 갖는다. 강성 조인트 제한부는 물리적 정지부로서, 조인트가 그 물리적 정지부를 넘어서서는 상기 강성 조인

트 제한부의 방향으로 회전하지 못하게 된다. 본 발명의 목적은 내부 CMM 암(5)과 외골격(6)의 구동 시스템 모두의 전자

부품을 작동시킬 수 있게끔 내부 CMM 암(5) 내의 슬립 링을 통하여 전력과 신호가 통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6축 로봇

CMM 암(1)에 있어서는 3축 축선이 무제한으로 회전하고, 7축 로봇 CMM 암(1)에 있어서는 4축 축선이 무제한으로 회전

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케이블이 각 축방향 조인트의 영역에서 360도에 걸쳐서 계속해서 감기고 풀리고 하는 일이

필요 없기 때문에 암이 튼튼하다는 것이다.

(내부 CMM 조인트의 강성 제한부)

제1 실시예에서, 내부 CMM 암(5)에는 장착형의 강성 조인트 제한부가 없다. 축방향 조인트는 무제한으로 회전할 수 있다.

고유의 직교 조인트 제한부 모두는 외골격이 정상 작동 중에는 내부 CMM 암(5)을 강성 조인트 제한부로 가압할 수 없도록

외골격(6)의 강성 조인트 제한부를 약간 넘어선다. 내부 CMM 암(5)이 외골격(6)에 의해 지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립 중

의 손상을 피하기 위해 간단한 고무 정지부가 위치된다. 이와 같은 고무 정지부는 로봇 CMM 암(1)이 일단 설치되고 나면

작동 중에 사용되지 않는다.

(외골격 조인트 제한부)

제1 실시예에서, 각각의 외골격 조인트2, 4, 6(62, 64, 66)은 제1 및 제2 강성 조인트 제한부를 갖는다. 각각의 강성 조인

트 제한부는, 임의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적어도 하나의 충격 측면에 부착되는 고무로 만들어진 충격 흡수 부재를 구비

한 기계적 정지부이다. 직교 조인트를 포함한 충격을 고려한 보다 큰 크기의 본 발명의 로봇 CMM 암(1)을 위해서, 충격 에

너지력은 충격을 흡수하도록 위치된 부분적으로 사전-구김된 튜브를 축방향으로 압축함으로써 소산된다. 사전-구김은 강

체에 대한 충격의 초기 고충격 응력을 제거한다. 충격 후에, 튜브는 간단히 제거된다. 바람직하기로는, 튜브는, 로봇 CMM

암(1)의 직교 조인트의 10mm 구멍 내에 삽착될 수 있도록, 그 길이를 100mm로 하고, 순수 알루미늄으로 제조하고, 직경

을 7mm, 벽 두께를 1.5mm하며, 그리고 9.5mm 직경의 지그 내에서 5% 사전 압축하여 제조하는 것이 좋다. 플라스틱 변

형이나 기타의 방식을 통하여 충격 에너지를 흡수하는 임의의 다른 방식, 일례로 재료를 구기는 것이 아닌 전단시키는 것

과 같은 방식도 마찬가지로 사용될 수 있다. 제1 실시예에서, 각각의 외골격 조인트2, 4, 6(62, 64, 66)은 제1 및 제2 연성

조인트 제한부를 갖는다. 각각의 연성 조인트 제한부는 바람직하기로는 리미트 스위치(182)이다.

(최적의 기부 배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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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CMM 암(1)의 기부(4)는 그 위에 표시된 최적의 배치 방향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부의 최적 배치 방향은 본 발명

의 로봇 CMM 암이 사용되는 작업 영역의 중심을 향하여 기부(4)가 배향되어야 하는 방향이다. 무제한 회전이 dqjt는 실시

예를 위한 최적 배치 방향에 있어서, 외골격 조인트1(61)은 강성 제한부에 가격되기 전에는 양 측면으로 동일한 크기로 회

전될 수 있다.

(외골격 조인트1의 제한부)

제1 실시예에서, 외골격 조인트1(61)는 축방향 조인트이다. 무제한 회전이 없는 실시예에 있어서는, 강성 제한부가 필요하

다. 도 20을 참고하면, 제1 물리적 조인트 제한부와 제2 물리적 조인트 제한부 사이에서의 외골격 조인트1(61)의 총 각 회

전은 630도가 된다. 외골격 조인트1(61)의 제1 강성 조인트 제한부(222A, 222B)의 쌍과 제2 강성 조인트 제한부(223A,

223B) 쌍은 기부의 최적 배향 방향(221)에 대해 315도의 동일한 각도로 설정된다. 강성 조인트 제한부(222A, 223A)는

외골격 세그먼트2(42)와 함께 회전한다. 강성 조인트 제한부(222B, 223B)는 외골격 세그먼트1(41)과 정적 상태로 유지된

다. 강성 조인트 제한부(222B, 223B) 각각은 충격면에 부착된 고무 충격 흡수 부재(224)를 구비한다. 두 개의 연성 조인트

제한부인 리미트 스위치(182)는 조인트가 강성 제한부에 도달하기 전에 그 리미트 스위치에 접촉하도록 위치된다. 또 다

른 실시예에서는, 외골격 조인트1(61)의 선택적인 총 각 회전이 390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 강성 조인트 제한부(222A,

223A)를 작업자가 외골조 세그먼트2(42)에 대해서 회전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이 마련된다. 선택적인 실시예에서, 외골격

조인트1(61)의 각 회전은 630도 이상으로 하거나 혹은 390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조인트 제한부를 최대 총 각 회전까지

다수 설정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유사한 강성 조인트 제한부가 외골격 조인트3, 5, 7(63, 65, 67)에 대해서도 제공된다.

유사한 연성 조인트 제한부인 리미트 스위치(182)가 외골격 조인트2 ~ 7(62 ~ 67)에 대해서 제공될 수 있다.

(외골격 조인트2의 제한부)

제1 실예에서, 외골격 조인트2(62)는 직교 조인트이다. 도 21a, 도 21b를 참고하면, 외골격 조인트2(62)의 각 회전은 185

도인 것이 바람직하다. 도 21b를 참고하면, 외골격 조인트2(62)의 회전은, 외골격 세그먼트3(43)이 수직 방향에서 상향으

로 5도를 지나고 제1 강성 조인트 제한부 쌍(225A, 225B)이 고무 패트(224)를 통해 접촉하면서 시작된다. 도 21a를 참고

하면, 외골격 조인트2(62)의 회전은, 외골격 세그먼트3(43)이 수직 방향에서 하향되고 제2 강성 조인트 제한부 쌍(226A,

226B)이 고무 패트(224)를 통해 접촉하면서 종료된다. 로봇 CMM 암의 기부(4)가 수직 방향에서 상향으로 배향된 때, 외

골격 조인트2(62) 상의 보정 장치(210)는 외골격 세그먼트3(43)을 제1 강성 조인트 세그먼트 쌍(225A, 225B) 쪽으로 상

향으로 회전시키는 작동을 한다. 로봇 CMM 암의 기부가 수직 방향에서 하향으로 배향된 때(도 21a 및 도 21b에는 도시되

지 않음), 외골격 조인트2(62) 상의 보정 장치(210)는 외골격 세그먼트3(43)을 제2 강성 조인트 세그먼트 쌍(226A,

226B) 쪽으로 회전시키는 작동을 한다. 이오 유사한 강성 조인트 제한 수단이 외골격 조인트4, 6(64, 66)에 대해서 제공된

다. 도 21c를 참고하면, 균등물이기는 하나 외골격(790)이 없는 종래의 수동 CMM 암용의 축 분리 SM보다 로봇 CMM 암

(1)의 축 분리 SR이 더 큰 인라인 직교 조인트를 구비하는 로봇 CMM 암(1)의 배치가 도시되어 있다. 로봇 CMM 암(1)에

있어서, CMM 세그먼트2, 3(32, 33)은 외골격 세그먼트2, 3(42, 43) 내측에 도시되어 있다. CMM 세그먼트2, 3(32, 33)이

서로 평행하게 배향되어 있을 때의 CMM 세그먼트2, 3(32, 33)의 축선들 사이의 축 분리 SR은, 균등물이기는 하나 외골격

(790)이 없는 종래의 수동 CMM 암용의 대응하는 CMM 세드먼트2, 3(32, 33)의 축 분리 SM보다 더 큰데, 그 이유는 외골

격(6)의 외골격 세그먼트2, 3(42, 43)용의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조인트 브레이크>

본 발명의 로봇 CMM 암(1)은 작업자가 중력에 대항하여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구동 시스템으로의 동력 공급이 중단되면,

로봇 CMM 암(1)은 브레이크(177)가 없으면 중력의 작용 하에 놓이게 되어서 손상을 받거나 혹은 한 사람 이상의 사람이

나 하나 이상의 물체에 손상을 주게 된다. 제1 실시예에서, 모든 외골격 조인트1 ~ 7(61 ~ 67)은 고장 대비 안전 브레이크

(177)를 구비하는데, 그 고장 대비 안전 브레이크는 동력 공급이 중단되었을 때에 자동으로 작용된다. 이와 같은 방식에 있

어서, 모든 외골격 조인트1 ~ 7(61 ~ 67)은 동력 공급이 중단되었을 때에 잠기게 되고, 이러한 잠금은 임의의 기부 장착

방향과 임의의 로봇 암의 공간 배치에서도 작용하게 된다. 선택적인 실시예에서, 로봇 CMM 암(1)이 그 기부에 수직 방향

에서 상향이나 하향으로 장착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외골격 조인트1(61)에는 브레이크(177)가 구비되지 않는다. 외골격

조인트1(61)은 일정한 방향을 가지며 중력의 영향은 외골격 조인트1(61)의 가속을 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선택적 실시예

에서, 외골격 조인트5 ~7(65 ~ 67)에는 브레이크가 제공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중력 하에서의 손목의 모멘트와 운동은

아주 작기 때문이다.

<조인트 베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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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M 조인트1 ~ 7(51 ~ 57)는 아주 정확한 로봇 CMM 암(1)을 마련하는 경우에 중요한 부품이다. CMM 인코더(178)는

각 조인트의 각도를 제공하지만, 그 CMM 인코더(178)가 CMM 조인트1 ~ 7(51 ~ 57) 내의 베어링에 의해 유도되는 오차

를 측정할 수는 없다. CMM 조인트1 ~ 7(51 ~ 57)의 베어링과 그 배치는 무게와 조인트 크기는 최소로 하면서 강성을 최

대로 하여야 하고 베어링의 덜걱거림은 최소화하여야 한다. 내부 CMM 암(5)이 특히 대량의 작업 사이클(heavy duty

cycle)시에 가온되는 양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 CMM 암(5)의 CMM 조인트1 ~ 7(51 ~ 57)에는 저마찰 베어링이 사용된

다. 내부 CMM 암(5)의 베어링에 가해지는 응력은 통상적으로는 수동 CMM 암에 비해 적은데, 그 이유는 암의 대부분의

중량은 외골격이 보상하기 때문이다. 도 22를 참고하면, 축방향 조인트인 CMM 조인트3(53)과 직교 조인트인 CMM 조인

트4(54)에는 미국 소재 바덴 코포레이션(Barden Corp)에서 생산되는 것과 같은 프리스트레스 세라믹 테이퍼 롤러 베어링

(pre-stressed ceramic taper roller bearing)(230)의 쌍이 마련된다. 상기 테이퍼 롤러 베어링(230)은 고강도이고 소형

이다. 상기 테이퍼 롤러 베어링(230)은 너트(231)에 미리 정해진 토크를 가함으로써 원응력을 받게 된다. 베어링(230)은

억지끼워맞춤을 이용하여 하우징(100, 103)에 삽착되는데, 상기 억지끼워맞춤은 베어링을 삽입하기 전에 우선 -45℃로

냉각시키고서 실온에서 강한 억지끼워맞춤이 이루어지게 하는 열 수축-끼워맞춤 공정을 이용하여 수행되는 것이다. 유사

한 배치에 있어서, CMM 조인트1 ~ 7(51 ~ 57)에 프리스트레스 테이퍼 롤러 베어링(230)이 마련된다. 베어링 장치를 본

발명에 제공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 본 발명의 범위는 열에 의한 억지 수축-끼워맞춤되는 프리스트레스 테이퍼 롤

러 베어링을 이용하는 것에 제한되지 않는다. 적어도 저중량, 저마찰 및 고강성 요건을 만족시키는 것이면 어떤 종류의 베

어링과 어떤 종류의 베어링 끼워맞춤 및 조정 방법도 사용될 수 있다. 외골격 조인트1 ~ 7(51 ~ 57) 내의 베어링은 정확도

의 관점에서 보면 로봇 CMM 암(1)에 중요한 부품은 아니지만, 고비용의 교체 비용을 피하기 위해서 로봇 CMM 암(1)의

설계 수명보다는 긴 수명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충격 보호>

로봇 CMM 암(1)은 이동형이다. 로봇 CMM 암은 작동, 장착, 해체 및 운반 중에 충격을 견뎌낸다. 로봇 CMM 암(1)의 형상

의 돌출부는 충돌을 흡수하기 위해 로봇 CMM 암에 부착되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완충 패드이다. 작동 중에 오차를 내

는 축을 감시하여서 충격을 주는 운동을 정지시킴으로써 충격에 의한 손상을 최소화시킨다. 로봇 CMM 암(1)은, 동력이 꺼

져서 그 동안에 브레이크(177)가 작동하게 되는 시점 이전에 먼저 콘트롤 인쇄회로기판(172)에 의해서 이송을 위해 특별

히 지정된 공간 배치로 이동된다. 여기서, 이송을 위한 특별히 지정된 공간 배치는, 암의 크기가 가능한 한 작아서 강성 케

이스의 크기를 최소화하게 되는 공간 배치이다. 도 21c를 참고하면, 직교 조인트가 이웃하는 세그먼트의 평행 방향을 허용

하게 되는 공간적 배치가 강성 케이스의 크기를 최소화하는 데 이용된다. 취급 중에, 모터(176) 상의 브레이크(177)가 작

동되고, 그렇게 되면 로봇 CMM 암(1)은 강성 장치가 되고, 그에 따라서 로봇 CMM 암(1)의 부품들은 취급 중에 회전하지

않기 때문에 로봇 CMM 암(1)을 취급하기가 용이해진다.

<조립 공정 방법>

본 발명의 목적은 로봇 CMM 암(1)을 조립하는 공정 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내부 CMM 암(5)을 외골격(6)에 삽착

하기 전의 최초 조립, 보정 및 시험으로부터 단계들을 최소화하면서 생산량을 최대로 한다는 점에서 보면 생산성의 이점이

있다. 내부 CMM 암(5)으로부터 외골격(6)을 제거하기가 용이하고 신속해진다는 관점에서 보면 보수 유지 상의 이점이 있

다.

로봇 CMM 암(1)의 조립을 위한 바람직한 소위 '양말 신기기(sock)' 공정의 제1 단계에서, 내부 CMM 암(5)과 외골격(6)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중에 상당한 정도로 각각 조립될 수 있다. 제2 단계에서, 외골격(6)은 탐침 단부로부터 기부 단부까지

마치 양말처럼 통과한다. 이와 같은 조립 공정에서는, 내부 CMM 암(5)이 원뿔(cone) 형상일 것과, 외골격(6)은 그 내측이

중공 원뿔 형상으로 설계될 것을 사실상 필요로 한다. 전동 수단(10)은 외골격(6)이 내부 CMM 암(5)을 지나기 전이나 지

난 후에 위치된다.

로봇 CMM 암(1)의 조립을 위한 삽입(insert) 공정의 제1 단계에서, 내부 CMM 암(5)과 외골격(6) 각각은 분리되어 있는

중에 상당한 정도로 조립된다. 제2 단계에서, 외골격(6)이 개방된다. 제3 단계에서, 내부 CMM 암(5)이 개방된 외골격(6)

안으로 삽입된다. 제4 단계에서, 외골격(6)이 내부 CMM 암(5) 상에서 폐쇄된다.

로봇 CMM 암(1)의 조립을 위한 소위 '덮는(clad)' 공정의 제1 단계에서, 내부 CMM 암(5)과 외골격(6) 각각은 분리되어 있

는 중에 상당한 정도로 조립된다. 제2 단계에서, 외골격(6)은 내부 CMM 암(5) 둘레에 덮인다. 삽입 공정과 덮는 공정 모두

에서는, 외골격 베어링과 같은 부품이 개방 상태로 분해되어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은 설계는 구성 부재의 수가

증가하고 복잡하다는 관점에서 보면 여러 가지의 단점들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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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CMM 암(1)의 조립을 위한 소위 '주변 설치(built around)' 공정의 제1 단계에서, 내부 CMM 암(5)은 상당한 정도로

조립된다. 제2 단계에서, 외골격(6)의 구성 부재(component) 또는 소조립체(subassembly)들이 내부 CMM 암(5) 둘레에

하나씩 차례로 조립된다. 로봇 CMM 암(1)의 조립을 위한 소위 '상측 설치(built over)' 공정의 제1 단계에서, 내부 CMM

암(5)은 상당한 정도로 조립된다. 제2 단계에서, 외골격(6)의 구성 부재(component) 또는 소조립체(subassembly)들이

내부 CMM 암(5) 위를 하나씩 차례로 지난다. 이와 같은 설치 공정들은 로봇 CMM 암에 불량한 보수성을 제공하는데, 그

이유는 내부 CMM 암(5)으로 접근할 수 있으려면 외골격(6)이 분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본 발명의 범위는 여기에 개시된 바와 같은 조립 공정들에만 제한되지 않고, 로봇 CMM 암(1)을 조립하거나 분해하기 위한

임의의 공정, 수동 또는 자동 공정으로까지 확장된다. 당해 기술 분야에서 숙련된 자들이라면 잘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로

봇 CMM 암(1)의 제조 및 조립 과정에 여러 가지의 기타 다른 단계들이 있을 수 있고, 이와 같은 공정들은 여기에 개시된

조립 공정 단계들에 앞서거나, 중간에 개재되거나, 혹은 후속될 수 있다.

<탐침들과 도구들>

(장착)

로봇 CMM 암(1)은 기부 단부(2)와 탐침 단부(3)를 구비한다. 그것은 바람직하게는 CMM 조인트7(57)에 뒤이어 탐침 단

부(3)에 장착되는 하나 이상의 측정 탐침(90) 또는 도구(98)를 포함할 수 있다. 측정 탐침(90)은 수동으로 제거되거나 자동

적으로 제거될 수 있다. 자동적인 제거는, 바람직하게는, 둘 이상의 탐침(90)을 위한 위치를 가지는 래크(rack)와 같은 탐

침 변경 시스템과 반복적으로 탐침(90)을 풀고 탐침(90)을 잠그는 정밀 장착 기구에 의한다. 로봇 CMM 암(1)은 하나 이상

의 정밀 장착 기구를 구비할 수 있다.

이제 도 23을 참조하면, 제1 실시예에서, CMM 조인트7(57)에 뒤이어 로봇 CMM 암(1) 발명의 탐침 단부(3)에 탐침 장착

수단(240)이 제공되어, 세 개의 탐침 장착 수단(240), 즉 제1 탐침 장착 수단(244), 제2 탐침 장착 수단(247) 및 제3 탐침

장착 수단(251) 중 두 개를 채용하여 두 개까지의 탐침(90)을 부착한다. 제1 탐침 장착 수단(244)은 제1 장착면(242)으로

부터의 M8x1.5 암나사(241)와 전기 접촉 수단(243)을 포함한다. 제2 탐침 장착 수단(247)은 제2 장착면(246)으로부터의

M20 수나사(245)를 포함한다. 제3 탐침 장착 수단은 M30 암나사(248)와 120도 간격의 세 개의 정밀 홈(249)을 구비한

제3 장착면(250)을 포함한다. 제3 장착면(250)에는 요부 형성 탐침 커넥터(255)가 설치되어 있다. 요부 형성 탐침 커넥터

(255)가 사용될 수 없는 때에는 탐침(90)을 연결시키기 위하여 추가적인 요부 형성 탐침 커넥터(258)가 설치된다. 커넥터

(255)와 커넥터(258)는 기계적으로 그리고 전기적으로 동일하다.

이제 도 24를 참조하면, 제1 탐침 장착 수단(244)을 사용하여 그것을 제1 장착면(242)에 닿을 때까지 나사(241) 속으로

나사 회전시킴으로써 레니쇼(Renishaw) TP20 탐침 본체(93)가 CMM 세그먼트8(38)에 장착되고, 레니쇼 TP20 탐침 본

체(93)와 전기 접촉 수단(243) 사이에 전기 접촉이 마련된다. 레니쇼 TP20 탐침 모듈(94)은 자기적 운동 장착대를 이용하

여 레니쇼 TP20 탐침 본체(93) 상에 장착된다.

이제 도 25를 참조하면, 제2 탐침 장착 수단(247)을 사용하여 그것을 제2 장착면(246)과 닿을 때까지 나사(245)로 나사

회전시킴으로써 고형 접촉 탐침(95)가 CMM 세그먼트8(38)에 장착된다. 상기 고형 접촉 탐침(95)를 장착하기 위해서, 레

니쇼 TP20 탐침 본체(93)를 제거할 필요는 없으나, 상기 자기적 운동 장착대에서 레니쇼 TP20 탐침 모듈(94)을 먼저 들

어 올릴 필요가 있다. 이는, 고형 접촉 탐침(95)를 제거할 때마다 레니쇼 TP20 탐침 본체(93)를 구비한 로봇 CMM 암(1)을

재교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120도 간격으로 배치된 세 개의 실린더(252)를 구비한 브래킷(253) 상에 장착된

광학 탐침(91)는, 고형 접촉 탐침(95) 외경보다 더 큰 내경에 의하여 브래킷(253)이 간극을 가지게 되는 고형 접촉 탐침

(95) 위를 지난 후에 제3 탐침 장착 수단(251)에 장착된다. 이는, 광학 탐침(91)가 고형 접촉 탐침(95)를 먼저 제거하지 않

고도 제거될 수 있으며, 광학 탐침(91)를 제거할 때마다 고형 접촉 탐침(95)를 구비한 로봇 CMM 암(1)을 재교정할 필요가

없는 이점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고형 접촉 탐침(95)와 레니쇼 TP20 탐침 본체(93)는 광학 탐침(91)를

재정렬하지 않고 제거될 수 있다. 광학 탐침(91)는 CMM 세그먼트8(38)의 축으로부터 거리 'd' 만큼 어긋난 무게 중심을

갖는다. 광학 탐침(91)의 예로는 3D 스캐너즈(영국)의 ModelMaker X70이 있다. 이제 도 26을 참조하면, 브래킷(253)은

브래킷 커넥터(256)와 광학 탐침(91)를 연결하는 케이블(257)을 구비한 브래켓 커넥터(256)를 가진다. 브래킷(253)의 세

개의 실린더(252)는 정밀 홈(249) 내에 위치하고 나사(248) 내에 나사 결합되는 너트(254)에 의하여 제 위치에 유지된다.

브래킷 커넥터(256)는, 브래킷(253)의 실린더(252)가 정밀 홈(249) 내에 위치하여 너트(254)에 의하여 제 위치에 유지됨

에 따라 요부 형성 탐침 커넥터(255) 속으로 위치하게 된다. 브래킷(253)의 배치와 그에 따른 광학 탐침(91)의 배치는

CMM 세그먼트8(38)에 대해서도 0.025 내지 0.05 mm (+/- 2σ)의 정확도로 그 위치와 방향이 반복된다. 브래킷은 120도

간격의 세 개의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배치될 수 있으나, 단지 하나의 바람직한 배치의 경우에만 요부 형성 탐침 커넥터(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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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자동으로 연결된다. 다른 실시예에서, 세 개의 정밀 홈(249)의 둘 이상의 세트가 제3 장착면(250)에 제공된다. 이는, 세

개의 정밀 홈(249)의 두 개의 세트에 의하여, 브래킷(253)은 60도 간격의 여섯 개의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배치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제1 실시예에서, 각각의 탐침(90)의 무게 중심은 CMM 조인트7(57)을 회전시키기 위한 작용력을 최소화하고 CMM 조

인트7(57)에 대한 굽힘 모멘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바람직하게는 대체로 CMM 세그먼트8(38)의 축 상에 위치하나, 탐

침의 무게 중심(96)은, 본 제1 실시예가 중력에 대한 그 최악의 위치로 배향된 오프셋 탐침에 의하여 발생되는 최대 허용

토크까지 완전히 작동 가능하도록, CMM 조인트7(57)의 축으로부터 또한 어긋날 수 있다.

대안적인 실시예에서, 탐침(90)은 기부 단부 세그먼트, 탐침 단부 세그먼트 및 중간의 어떠한 세그먼트를 포함하여 로봇

CMM 암(1)의 어떠한 세그먼트에도 장착될 수 있다. 로봇 CMM 암의 세그먼트에 대한 장착대와 탐침 사이에는 하나 이상

의 추가 조인트가 제공된다.

다른 실시예에서, 자동적인 탐침 변경을 위하여 레니쇼의 오토조인트(Autojoint)와 같은 구동식 운동 장착대가 제공된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탐침 단부 축의 측부에 어긋나게 추가 탐침을 부착하기 위하여 측부 장착 수단이 제공된다. 관련 기술

분야의 당업자라면 다른 실시예에서 탐침 장착 수단의 여러 가지 디자인과 탐침 장착 수단의 여러 가지 조합이 여러 가지

가능한 배치로 채택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수 탐침의 사용)

측정 시에는, 동시적인 사용 또는 한 번에 하나의 사용이라는 이중의 용도를 위해서 두 개의 탐침(90)들이 로봇 CMM 암

(1)에 장착되도록 하는 것이 종종 유용하다. 본 발명은 로봇 CMM 암에 장착된 하나 또는 둘의 탐침에 한정되지 않으며, 복

수의 탐침들을 포함할 수 있다.

이중 탐침 사용의 일례는, 자동차 본체 좌표 시스템에서 자동차 부품의 도구를 3차원 스캐닝하기 위하여 접촉 탐침(95)와

광학 탐침(91)가 모두 로봇 CMM 암(1)에 장착되는 경우이다. 접촉 탐침(95)는 자동차 본체 좌표 시스템에 대하여 알려진

위치/방향에서 도구 볼(tooling ball) 또는 원뿔과 같은 기준 인공물을 이용하여 측정해야 할 물체에 참조부호를 붙이는 데

에 유용하다. 광학 탐침(91)는 물체(9)의 표면에서 데이터를 수집한다.

로봇 CMM 암 발명의 본 제1 실시예에서는, 다수의 탐침이 로봇 CMM 암의 탐침 단부에 부착되고 하나의 탐침을 부착하거

나 떼어낼 필요 없이 그것들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교대로 사용될 수 있는, 로봇 CMM 암의 다수 탐침의 사용을 준비할

수 있다. 이는, 자동화된 측정 사이클에서 시간이 절약되고, 탐침 변경 시스템의 비용 및 가능한 불편이나 수동적으로 개입

할 필요성이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실시예에서, 복수의 장착된 탐침(90)들은 그것들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시에 사용될 수 있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복수의 장착된 탐침들 중 적어도 두 개의 탐침의 조합이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시에 사용될 수 있다.

(탐침의 종류)

다음을 포함하나 여기에 제한되지는 않는, 로봇 CMM 암에 설치될 수 있는 치수를 측정하기 위한 많은 접촉 측정 탐침 유

형(contact measuring probe types)들이 있다,

- 솔리드 터치 접촉 탐침(solid touch contact probes)(95)들,

- 레니쇼 티피6(Renishaw TP6)과 레니쇼 티피20(Renishaw TP20)처럼 접촉한 물체에 전기적 신호를 발산하는 스위치

를 하나 이상 가지는 터치 트리거(trigger) 접촉 탐침들,

- 레니쇼 티피200(Renishaw TP200)처럼 하나 이상의 변형 측정기(strain gauge)를 가지는 힘 감지(force sensing) 탐침

들,

- 전도성 물체와 탐침이 접촉한 곳에 회로(circuit)가 만들어지고, 물체와 로봇 CMM 암은 케이블(cable)에 의해 연결되는

전기(electrical) 접촉 탐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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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솔리드, 터치, 전기적 접촉과 힘 접촉 측정 탐침들은 구형, 점, 평평한 또는 맞춤(custom)인 다양한 형태의 팁(tip)

들을 가진다. 맞춤 형태의 예는, 굽은 튜브(bent tube)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V자 형태의 홈(V shaped groove)을 가지

는 접촉 측정 탐침이다. 맞춤 형태의 다른 예는, 판금(sheet metal)의 가장자리(edge)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두 직교하는

곡선모양의 표면들을 가지는 접촉 측정 탐침이다.

- 초음파(ultrasound)처럼 벽 두께 측정 탐침(wall thickness measuring probes)들,

- 코팅 두께(coating thickness)처럼 다른 치수 양들을 측정하기 위한 접촉 측정 탐침들,

다음을 포함하나 여기에 제한되지는 않는, 로봇 CMM 암에 설치될 수 있는 치수를 측정하기 위한 많은 비접촉 측정 탐침

유형(non-contact measuring probe types)들이 있다,

- 점 트리거(point trigger) 탐침들,

- 점 거리 측정(point distance measurement) 탐침들,

- 모든 유형의 스트라이프 탐침들(stripe probes of all types),

- 모든 유형의 면적 탐침들(area probes of all types),

- 로봇 CMM 암의 탐침 단부와 파이프의 면 사이에 놓여 있는 공기, 기체, 액체층을 통하여 신호를 보내는 초음파처럼 벽

두께 탐침들,

비접촉 광학(optical) 탐침들은 단파장 빛(monochromatic light) 또는 흰 빛(white light)을 사용할 수 있다. 레이저(laser)

에서의 단파장 빛의 경우에, 바람직하게는 눈에 안전하고, 작업자가 레이저 보호 고글(laser safety goggles)을 쓸 필요가

없거나 로봇의 작업 지역(work-area)에 안전 장치(safety guarding)가 필요없도록 레이저의 동력(power)이 낮다.

다음을 포함하나 여기에 제한되지는 않는, 로봇 CMM 암에 설치될 수 있는 치수로 잴 수 없는 양(non-dimensional

quantity)을 측정하기 위한 많은 접촉 측정 탐침과 비접촉 측정 탐침들이 있다,

- 온도(temperature),

- 표면 거칠기(surface roughness),

- 색(colour),

- 진동(vibration),

- 경도(hardness),

- 압력(pressure),

- 밀도(density),

- 균열(flaw), 용접에서 개재물 발견(inclusion detection in welds), 결합(bonds),

(공구)

다음을 포함하나 여기에 제한되지는 않는, 로봇 CMM 암(1)에 설치될 수 있는 많은 공구(98)들이 있다,

- 펜 또는 버블젯 프린터 헤드(bubble jet printer head)처럼 표시 장비(marking out device)로 표시한다, 물건에 표시될

표시 위치는 컴퓨터 지원 설계(CAD)와 같은 입체(3D)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예비 과정에서 결정된다, 물건이 만들어졌

던 물건의 컴퓨터 지원 설계의 설계 모델을 사용하던지 아니면, 역으로 실제 물건으로부터 역으로 처리된 모델을 사용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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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면, 유사한 물건으로부터 역으로 처리된 모델을 사용하여 위치들이 결정된다, 입체 소프트웨어의 사용자는 입체 소

프트웨어 공구를 사용하여 요구되는 표시의 위치를 결정한다, 대안으로, 요구되는 표시의 위치는 유사한 물건으로부터 양

방향 데이터 습득 과정(interactive data acquisition process)을 통하여 측정될 수 있다, 항공 우주 산업의 그것처럼 대응

부품(mating parts)들의 결합과정에서, 드릴 구멍의 중심과 같은 요구되는 표시의 위치가 수 부품(male part)으로부터 측

정되어 암 부품(female part)에 표시될 수 있으며 또는 암 부품으로부터 측정되어 수 부품에 표시될 수 있다, 입체 소프트

웨어는 표시 장비가 설치된 로봇 CMM 암(1)에 사용되는 경로 프로그램을 생성시킨다, 경로 프로그램은 로봇 CMM 암(1)

에서 자동적으로 실행되고, 표시 장비는 물건의 요구되는 위치에 표시한다, 로봇 CMM 암(1)은 산업 로봇보다 더 정확하고

종래의 CMM보다 더 유연성을 가지므로 표시하는 것에 높은 효용성을 가진다, 게다가, 표시하는 것에 로봇 CMM 암(1)을

사용하면 표시 고정 장치의 필요성을 제거할 수 있다,

- 에어브러쉬(airbrush), 색 버블젯 프린터 헤드 조합을 포함하는 버블젯 프린터 헤드 조합과 같은, 도색 장비(paint

applying device)로 도색,

- 절삭(cutting), 연삭(grinding), 구멍 뚫기(drilling), 타격(hammering), 결합(bonding), 용접(welding), 밀링(milling),

- 스티커 배치(placement of stickers),

공구(98)는 움직임이 없는 공구일 수 있거나, 왕복 운동 또는 회전운동 요소와 함께 암에 따라 동력이 공급되는 동력 공구

일 수 있다.

(탐침 질량)

접촉 탐침은 전형적으로 50 내지 200g의 무게가 나간다. 광학 탐침은 전형적으로 100 내지 2000g이다. 탐침들의 연합은

3kg이상일 수 있다.

(탐침 구조와 식별자(Probe architecture and identity))

탐침(90)들은 복잡함과 동력 면에서 상당히 다양하다. 본 발명 로봇 CMM 암(1)에 설치되는 광학 탐침(91)의 구조가 공개

되었다. 도 27A에 의하면, 광학 탐침(91)은 탐침 케이블(259)용 또는 브래킷 케이블(257)용의 탐침 커넥터(260)를 가진

다. 탐침 정적 기억장치(261)(static memory), 탐침 처리장치(266)(processor), 탐침 도선 제어기(267)(bus controller),

탐침 무선 장치(268)(wireless unit), 탐침 감지 장비(269)(sensing device)가 탐침 인쇄 회로 기판(270)(PCB)에 제공된

다. 탐침 식별 숫자(262)(identity number), 탐침 교정 데이터(263)(calibration data), 탐침 정렬 데이터(264)(alignment

data), 탐침 정보(265)를 포함하는 탐침 프로그램(272)과 탐침 식별자(271)가 탐침 정적 기억장치(261)에 내재한다. 탐침

교정 데이터(263)은 탐침이 무엇에 설치되어 있는가에 상관없는 탐침(91)의 교정에 관련된 데이터이다. 탐침 정렬 데이터

(264)는 로봇 CMM 암(1)과 탐침(91)의 정렬에 관련된 데이터이다. 탐침 정보(265)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만 제

한되지는 않는다, 탐침 유형, 탐침 무게, 탐침 무게 중심과 설치 기준점에 대한 관성 모멘트, 마지막 교정 데이터, 제조 데이

터, 제조자, 정확도 및 일련 번호(serial number). 제1 실시예는 탐침(90) 내부에 탐침 식별자(271)를 가지도록 한다. 탐침

식별자(271)는 탐침(90)이 로봇 CMM 암(1)에 설치된 이후에도 읽을 수 있다. 무선 연결 또는 유선 연결에 의해 읽을 수

있다. 이것은 탐침(90)이 교정될 때마다, 탐침 교정 데이터(263)가 탐침에 남아서 조직의 IT 시스템에서 기존의 탐침 교정

데이터가 분실되거나 잘못 교체되는 가능성을 낮추어준다. 탐침 프로그램(272)은 랩탑(151)(laptop), 또는 인터넷, 또는

랩탑(151)을 통한 인트라넷, 또는 탐침 무선 장치(268)에 의해 자동적으로 개정될 수 있다. 이 제1 실시예는 내부에 디지

털 식별자(digital identity)를 가지지 않는 단순 탐침(90)(simple probes)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제공된다. 탐침 디지털 식

별자는 탐침 정적 기억장치(261)에 저장되는 것에 제한되지 않는다, 탐침 식별자는 어떤 형태의 디지털 기억장치에도 저

장될 수 있는데 이 기억장치는 전기 동력(electrical power)을 필요로 하는 것과 이를 넘어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다. 탐침

처리장치(266)에 의한 탐침 센서(269)로부터 얻은 생정보(raw data)의 처리과정이 있고, 랩탑(151)에 의한 이후 처리과

정이 있다. 어떤 탐침 구조에서는, 탐침 처리장치(266)가 대부분 또는 전 처리과정을 수행한다. 다른 탐침 구조에서는 랩탑

(151)이 대부분 또는 전 처리과정을 수행한다.

(탐침 연결과 탐침 케이블(Probe connections and probe cables))

대부분의 탐침들은 시장에서 입수할 수 있고 특히 광학 탐침(91)들은 독점 연결을 가지나, 맞춤 광학 탐침(91)들은 로컬라

이저(localisers)에 연결되도록 개발되었다. 제1 탐침 설치 수단(244)은 다양한 범위의 레이셔 탐침들과 자동 전기 접촉을

하는 레니쇼 M8x1.5mm 나사 구멍(threaded hole)을 제공한다. 제2 탐침 설치 수단(247)은 전기적 접촉은 없는, 표준 나

사를 제공한다. 제3 탐침 설치 수단(251)은 독점 기계 설치와 홈이 있는 탐침 커넥터(255)를 통한 자동 전기 연결 장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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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데, 이것은 제3 탐침 설치 수단(251)의 설계에 대한 지적 재산권의 소유자의 허락이 있을 때에만 사용될 수 있다.

CMM 세그먼트8(38)에 놓여있는 부가적으로 홈이 있는 탐침 커넥터(258)에 짧은 탐침 케이블(259)을 꽂음으로써 탐침의

수동 연결이 수행된다. 양호하지 않은 실시예에서, 탐침 케이블(259)는 로봇 CMM 암(1)의 외부에서 흘러내려서 로봇

CMM 암(1)의 기부(4)(base)에 있는 연결 포트(194)(interface port)에 연결될 수 있다. 이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알려진

바와 같이, 관절이 있는 암 로봇에 케이블을 설치하는 것은 불변의 문제이고, 관절 주변의 적절한 경로를 확보하는 대비책

이 없는 로봇 CMM 암의 탐침 단부로부터 케이블을 연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커넥터와 연결 포트(194)의 연결은

바람직하게는 홈이 있는 탐침 커넥터(255)와 부가적 홈이 있는 탐침 커넥터(258)용으로서 동일하다. 탐침 전기 접촉 수단

(243, 255, 258, 194)들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음을 제공한다, 동력(power), 접지(ground), 트리거와 데이터. 도 27B

에 의하면, 다른 실시예에서, 3개의 탐침 연결자(260)들이 탐침(90)에 제공된다, 3개의 탐침 케이블(259)들이 탐침 전기

접속 수단(258), 랩탑(151)과 탐침 제어 박스(295)를 통하여 탐침(90)을 로봇 CMM 암(1)에 연결한다. 탐침 박스로부터

랩탑 케이블(297)(probe box to laptop cable)은 탐침 제어 박스(295)를 랩탑(151)에 연결한다. 탐침 박스로부터 암 케이

블(296)(probe box to arm cable)은 탐침 제어 박스(295)를 로봇 CMM 암(1)에 있는 연결 커넥터(194)에 연결한다. 도

27D에 의하면, 탐침 제어 박스(295)를 로봇 CMM 암(1)에 연결하는 양호한 실시예이다. 탐침 케이블(259)은 탐침(90)에

있는 탐침 커넥터(260)와 로봇 CMM 암(1)에 있는 홈이 파인 탐침 커넥터(258)에 연결된다. 탐침 박스로부터 암 케이블

(296)은 탐침 제어 박스(295)를 로봇 CMM 암(1)에 있는 연결 커넥터(194)에 연결한다. 본 발명의 범위는 공개된 탐침 전

기 연결과 케이블에 제한되지 않고, 모든 유형의 유선과 무선의 탐침 연결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탐침(90)은 IEEE

802.11b(WiFi)과 같은 무선 통신의 방법으로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랩탑(151)에 전송할 수 있다.

(탐침 사양과 성능(Probe specification and performance))

탐침(90)의 사양과 성능이 측정 업무 중에 로봇 CMM 암(1)이 어떻게 탐침(90)을 운반하는지 상당한 정도로 결정한다. 앞

에 공개된 것처럼, 로봇 CMM 암 발명에서 사용될 수 있는 많은 유형의 탐침(90)이 있고 일반 개별 유형의 경우, 많은 설계

가 있다. 로봇 CMM 암(1)에 설치된 양호한 광학 탐침(91)은 스트라이프 탐침(97)이다. 도 28에 의하면, 레이저 빛 출처

(298)(source)와 광 발생 평면(299)(plane generating optic)을 포함하는 스트라이프 탐침(97)은 레이저 빛(280)을 영사

시켜서 +Z방향의 양면으로 산개되고, 대략 평면의 3각형 세그먼트로 묘사된다. 스트라이프 탐침(97)에 가까운 최소 스트

라이프 길이(284)(minimum stripe length)와 스트라이프 탐침(97)에서 먼 최대 스트라이프 길이(285)로부터 제조되는 다

각형 세그먼트(281) 사이에서 측정이 수행된다. 최소 스트라이프 길이(284)와 최대 스트라이프 길이(285) 사이의 거리

(distance)는 영역의 깊이(282)(depth of field)이다. 격리 거리(283)(standoff distance)는 스트라이프 탐침(97)으로부터

다각형 세그먼트(281)의 중간까지의 거리이다. 스트라이프 탐침(97)에 있는 감지 장비(269)는 격리 삼각 측량 각(286)으

로 투시면(302)(view)에 있는 렌즈(300) 통하여 레이저 빛(280)을 흡수하고 초당 스캔율(294)로 입력된다. 도 29에 의하

면, 로봇 CMM 암(1)에 설치된 스트라이프 탐침(97)은 물건에 대해 X 방향으로 표면 속도(293)(mm/초)로 움직임으로써

물건(9)을 스캔한다. 영사된 레이저 빛(280)에 의해 물건(9)의 표면에 스트라이프가 생긴다. 스트라이프가 다각형 세그먼

트(281) 사이에 놓여 있다면, 줄(287)를 따라 측정이 이루어진다. 도 30에 의하면, 물건(9)에 있는 스트라이프(287)는, 탐

침에 의해 입체 측정 결과에 대응하는 Y 방향으로 일련의 N 작은 지역(288)들로 나누어진다. 스트라이프(287)를 따라서

인접하는 작은 지역(288)간의 평균 점 분리(289)는 거리 DY이다. 도 31에 의하면, 물건(9)에 있는 X 방향으로의 일련의

스트라이프(287)들이 입력된다. 평균 스트라이프 분리(290)는 거리 DX이다. 일련의 스트라이프(287)들은 스캔된 구역

(291)(scanned patch)을 형성한다. 도 32에 의하면, 작은 중복 거리(292)로 스캔된 구역(291)을 겹침으로써 물건(9)이 스

캔된다. 도 33A에 의하면, 2 투시형 스트라이프 탐침(301)은 2개의 감지 장비(269)들과 두 대칭되는 휴(302, 303)를 가지

는 렌즈(300)를 포함한다. 도 33B에 의하면, 단계(304)로 물건(9)을 바라보는 2 투시형 스트라이프 탐침(301)이다. 제1

투시면(302)은 레이저 스트라이프(280)가 물건(9)을 비출수 있는 스트라이프(287)까지 트인 경로를 가진다. 제2 투시선

(303)는 물건(9)에서 단계(304)에 의해 차단되는 스트라이프(287)까지의 경로를 가지며, 이 위치에서 스트라이프(287)

상(image)을 볼 수 없다. 도 34a에 의하면, 중앙 감지 장비(269)와 뷰(302), 두 레이져 빛 소스(298)들을 가지는 렌즈

(300)와 제1 레이저 빛 평면(305)과 선(307)에서 넘어가는 제2 광선 평면을 영사하는 광 발생 평면(299)을 포함하는 2-

스트라이프 탐침(308). 도 34b에 의하면, 2-스트라이프 탐침(308)은 단계(304)로 물건(9)을 바라본다. 제1 레이저 빛 평

면(305)은 스트라이프(287)를 형성하는 물건(9)의 단계(304)의 면을 비추고 투시면(302)은 스트라이프(287)로 향하는

경로를 가진다.

이하에 기술되는 탐침의 파라미터들은 적어도 로봇 CMM 암(1)의 프로그램 운동에 영향을 미치며, 이에 대해서는 이하에

서 더욱 상세히 설명한다.

- 스트라이프 길이: 스트라이프 탐침(97)은 일반적으로 최대 스트라이프 길이(285)에 의해 특정된다. 실제로, 스트라이프

의 실제 길이는 스트라이프 탐침(97)으로부터 물체(9)까지의 간격에 따라 변한다. 높이가 500mm인 평탄한 물체(9)의 경

우에, 탐침(97)으로부터 스트라이프의 최대 길이가 75mm이고 오버랩이 25mm이면, 물체는 각 패치 사이에서 50mm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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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을 가지고서 10개의 패치로 스캔될 수 있다. 스트라이프 길이가 길어질수록, 필요로 하는 패치의 수가 적어진다. 스트라

이프 길이는 대개 10mm 내지 200mm 사이에서 변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이나 이하도 가능하다. 스트라이프 길이 오버랩은

주로 물체(9)의 형상에 따라서 스트라이프 길이의 5% 내지 50% 사이에서 변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이나 이하도 가능하다.

- 평균 포인트 간격: 스트라이프는 실제로 분산된 시리즈의 3D 포인트들로서 출력된다. 스트라이프 N의 포인트의 대표수

는 현재 750이지만, 이는 장래에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만일 스트라이프 길이가 75mm이면, 스트라이프를 따른 평균

포인트 간격은 0.1mm이다. 세부 형상부를 구비한 물체(9)는 0.01 내지 0.05mm 이하의 보다 작은 평균 포인트 간격을 가

지고서 스캔될 필요가 있다. 형상부가 거의 없는 대형 물체(9)의 경우에는 0.25 내지 1mm 이상의 보다 큰 평균 포인트 간

격을 가지고서 스캔될 수 있다.

- 스캔 속도(스트라이프/초): 대표적인 현재 스캔 속도(249)은 초당 25 내지 60 스트라이프이다. 이러한 스캔 속도는 장래

에는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여러 가지 다양한 스캔 속도가 가능하다.

ο 일정한 스캔 속도: 두 스트라이프 사이의 시간은 항상 일정하다. 이는 비디오 센서인 감지 장치(269)에 대해 공통적이다.

ο 교번되는 2개의 일정한 스캔 속도: 이는 교번되는 비디오 센서인 감지 장치(269)에 대해 공통적이다. 초당 25 혹은 50

스트라이프의 CCIR율이 공통적이다. 초당 30 혹은 60 스트립의 NTSC율이 공통적이다. 스캔 속도가 높아질수록 해상도

데이터가 낮아진다. 작업자는 어느 시점에 어떤 스캔 속도를 사용할 것인지를 선정할 수 있다.

ο 최대 스캔 속도까지의 어떤 일정한 스캔 속도: 작업자는 소망하는 스캔 속도를 설정한다.

ο 개시 가변률: 스트라이프들 사이의 시간은 변할 수 있다. 또 다른 이벤트가 스트라이프 탐침(97)을 개시시킬 수 있다.

ο 처리 가변률: 스트라이프들 사이의 시간은 변할 수 있다. 각 스트라이프의 처리 시간은 변할 수 있다. 다음 스트라이프는

이전 스트라이프가 처리될 때까지 포착되지 않는다.

- 표면 속도: 여러 가지 다양한 표면 속도들이 가능하다.

ο 일정한 표면 속도: 스트라이프 탐침(97)은 일정한 표면 속도(293)로 물체(9)에 걸쳐 이동한다. 스트라이프 탐침(97)의

방향은 일정하거나 변경될 수 있다. 스트라이프 탐침(97)은 물체에 대해 이동하면서 측정을 수행한다.

ο 가변 표면 속도: 스캔 중 표면 속도(293)는 변한다. 표면 속도를 변경시키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한다. 일례로 표면의

일부 영역에는 형상이 있고 다른 영역은 평활하다면, 일반적으로 형상이 있는 영역을 보다 느리게 스캔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ο 단계별: 스트라이프 탐침(97)은 로봇 CMM 암(1)에 의해서 어느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된다. 각 위치에서 스트라

이프 탐침(97)은 정지되어 측정을 수행한다. 최고 정밀도의 측정을 행하기 위해서 단계별 스캔 방식이 활용된다. 이동 물

체(9)의 경우에, 스트라이프 탐침(97)은 물체(9)에 대해 일정한 위치로 위치되어 측정을 수행한다.

- 평균 스트라이프 간격: 만일 로봇 CMM 암이 30mm/초의 표면 속도(293)로 스트라이프에 수직인 방향으로 이동되면,

60스트라이프/초의 스캔 속도에서 평균 스트라이프 간격은 0.5mm가 된다. 세부 형상부를 구비한 물체(9)는 0.05mm 이

하의 보다 작은 평균 포인트 간격을 가지고서 스캔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로봇 CMM 암의 속도는 3mm/초로 저하

되어야 한다. 형상부가 거의 없는 대형 물체(9)의 경우에는 1mm 이상의 보다 큰 평균 포인트 간격을 가지고서 스캔될 필

요가 있다.

- 스트라이프 간격의 균등성: 로봇 CMM 암은 일정한 표면 속도로 스캔할 수 있다. 수동 CMM 암의 작업자는 정밀하면서

도 일정한 표면 속도로 스캔하지 못한다. 이는 로봇 CMM 암이 수동 CMM 암보다 균등한 스트라이프 간격을 제공할 수 있

음을 의미한다.

- 균일한 3D 포인트 밀도: 이는 일부 적용 분야의 경우에 바람직하다. 로봇 CMM 암은 평균 스트라이프 간격이 평균 포인

트 간격과 동일하도록 표면 속도를 설정함으로써 균일한 3D 포인트 밀도를 달성할 수 있다. 균일한 3D 포인트 밀도는 또

한 스트라이프를 따라 포인트를 표본 추출하여 평균 포인트 간격을 증가시킴으로써 달성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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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도(depth of field): 3D 포인트는 일반적으로 깊이가 50 내지 200mm 사이인 심도(282)에 걸쳐 측정될 수 있다. 일반

적으로, 심도가 커질수록, 스트라이프 탐침(97)으로부터 3D 포인트의 Z 노이즈의 평균 제곱근(Root Mean Square: RMS)

이 나빠진다. 현재 스트라이프 탐침은 대략 심도의 1/10,000에 해당하는 RMS를 갖는다. 일례로 최대 스트라이프 길이가

70mm이고 심도가 100mm인 스트라이프 탐침(97)은 Z 방향으로 10미크론의 RMS를 갖는다.

- 접근성: 기어 박스 케이싱과 같은 어떤 물체(9)의 내부 형상부를 로봇 CMM 암(1)의 탐침(90)으로 스캔하는 경우에 그

접근이 제한되게 된다. 이러한 접근은 종종 탐침(90)을 하우징의 폭이 좁은 관통부를 통과시킴으로써 행해질 수 있다. 이

러한 경우에, 탐침(90)은 가능한 한 작아야 하며, 로봇 CMM 암(1)의 탐침 단부(3)로부터 관과 같은 연장부에 설치될 수 있

다. 또한, 탐침(90)은 연장 방향으로부터 일례로 45도 혹은 90도의 각도를 형성하면서 지향될 수 있다. 탐침(90)을 각도를

형성하면서 지향시킬 수 있게 되면, 보다 큰 면적의 물체(9) 표면을 스캔할 수 있게 된다.

- 스탠드오프(standoff): 스탠드오프(283)는 일반적으로 75 내지 300mm 사이이다. 이상적으로는, 스탠드오프는, (a) 로

봇 CMM 암(1)과 물체(9) 사이의 충돌 위험성을 저감시키고 (b) 슬롯과 같은 깊은 영역으로의 침투 작용을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커야 한다. 스탠드오프가 증가될수록, 로봇 CMM 암의 가상 리치(reach)(81)가 증가된다. 로봇 CMM 암의 가상 리

치(81)가 증가될수록, 로봇 CMM 암의 정확도와 탐침(91)의 정확도가 저하된다. 센서가 물체(9)의 디자인에 의해 도시된

바와 같은 표면으로부터 보강된 작은 최대 간격을 갖는 접근성이 낮은 일부 적용 분야의 경우에는, 작은 스탠드오프가 바

람직할 수 있다. 센서가 물체(9)의 디자인에 의해 도시된 바와 같은 표면으로부터 보강된 큰 최소 간격을 갖는 접근성이 낮

은 다른 적용 분야의 경우에는, 큰 스탠드오프가 바람직할 수 있다. 따라서, 스탠드오프는 정확도와 적용 분야를 서로 절충

하여 선정한다.

- 폐쇄: 로봇 CMM 암(1)에 설치된 2 투시형(two-view) 스트라이프 탐침(301)은 폐쇄를 야기하는 단계나 그와 유사한 특

징을 갖는 물체(9)의 스트라이프(287)로부터 보다 많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1 투시형을 구비한 스트라이프

탐침(97)에 비해 이점을 갖는다. 어느 영역이 다른 방향으로 재스캔되어 포착된 제1 패치에서 폐쇄되어 있는 물체(9)의 표

면 영역에 도달되도록 하는 경우는 2 투시형 스트라이프 탐침(301)에 비해 스트라이프 탐침(97)에 많다. 이는 총 측정 시

간이 2 투시형 스트라이프 탐침에 대해 저감됨을 의미한다. 하지만, 2 투시형 스트라이프 탐침(301)은 스트라이프 탐침

(97)보다 크고 무겁다. 로봇 CMM 암(1)에 설치된 한 바람직한 투 스트라이프 레이저 탐침(308)에 따르면, 그 투 스트라이

프 레이저 탐침이 수직 단차 벽(304)의 데이터를 포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트라이프 탐침(97)이나 2 투시형 탐침(301)

에 비해서 이점을 갖는다. 본 기술 분야의 당업자라면, 스캔 방향에 수직이 아닌 각도를 형성하면서 지향된 3개 이상의 스

트라이프를 구비한 스트라이프 탐침이 원통형 구멍 내벽 주위의 데이터를 1회 선형 스캔로 모든 방향에 걸쳐 포착할 수 있

음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스트라이프 탐침은 투시점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2개 이상의 카메라를 구비한다. 다수

의 스트라이프와 카메라를 구비한 스트라이프 탐침은 1회 스캔만으로도 수직 벽의 데이터를 보다 많이 습득할 수 있지만,

단지 하나의 스트라이프와 카메라를 구비한 스트라이프 탐침에 따르면 로봇 CMM이 동일 형상부를 2회 이상 통과하여야

만 스캔 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

- 자동화: 로봇 CMM 암은 자동화되어 24시간 이상 연속하여 스캔할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수동 CMM 암의 작업자

는 피로가 가중된다. 이는 로봇 CMM 암이 작업자에 의해 사용되는 수동 CMM 암보다 양질의 많은 데이터를 스캔할 수 있

음을 의미한다.

레이저원(298)은, 일본 도시바(Toshiba)를 비롯한 여러 공급 업체들로부터 구매가능한 대략 660nm의 파장을 갖는

30mW 출력의 레이저 다이오드이다. 광학 기기(300)는 독일 로덴스톡(Rodenstock) 사의 라이트 펜(Light Pen)이다. 센서

(269)는, 칩 또는 보드 카메라로서 소니(Sony)를 비롯한 여러 공급 업체들로부터 구매가능한 CCD NTSC 비디오 센서이

다. 본 발명의 범위는 이러한 광학 탐침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적절한 구성의 광학 탐침도 포함할 수 있다. 투

사 광원은, 백색광, 비가시 레이저 조사선, 적외선 레이저 조사선, 자외선 레이저 조사선, 부분 가시 레이저 조사선 또는 완

전 가시 레이저 조사선과 같은 임의 유형의 광을 포함할 수 있다. 다수의 투사 광원들이 각기 다른 특정 파장이나 각기 다

른 파장 밴드를 가지고서 채택될 수 있으며, 이후에 밴드패스 필터와 다수의 센서(269)들에 의해서 식별될 수 있다. 투사

광학 기기(299)와 영상 광학 기기(300)는 고정되거나 움직일 수 있다. 움직이는 광학 기기에는 무엇보다도 갈바노미터 미

러와 회전 다각형 멀티 미러가 포함된다. 투사 광원의 출력은 일정하거나 변할 수 있다. 투사광은 항상 점등되어 있거나 점

멸될 수 있다. 감지 장치(269)는 무엇보다도 CCD와 CMOS 기술로 제조된 장치를 포함한다. 감지 장치(269)는 1D 및 2D

PSD 장치와 같은 아날로그 장치일 수 있다. 감지 장치(269)는 1D 라인의 픽셀이나 2D 배열의 픽셀과 같은 픽셀을 구비한

디지털 장치일 수 있다. 감지 장치(269)는 각기 다른 필 인자(fill factor)를 가질 수 있으며 마이크로렌즈를 사용할 수 있

다. 감지 장치(269)는 고정 혹은 가변 셔터 속도를 가질 수 있다. 투사광의 점멸은 전체 셔터 개방 시간이나 일부 셔터 개방

시간에 걸쳐 광이 투사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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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공급 장치>

본 제1 실시예에 기재된 로봇 CMM 암의 전력 소비는 일반적으로 1kW 이하이며 대부분 2kW 이하이다. 이는, 가정 주택/

사무실의 주 공급 장치에 80-240V가 공급되며 이보다 높은 전압에서 작동되는 3상 공급 장치가 필요 없음을 의미한다.

표준 IEC 소켓(195)이 케이블(155)을 통해 주 전원 접속부에 대해 마련된다. 부식된 가스관 스캔 작업과 같은 현장 적용

분야의 경우에는, 로봇 CMM 암이 24V DC로 작동되며, 이 직류 전압은 일례로 차량에 사용되는 유형의 하나 이상의 24V

DC 배터리에 의해 공급된다. 24V DC 소켓(195)과 길이가 20m인 24V 케이블(155)이 마련된다. 갑작스런 전력 차단의 경

우에 인코더 위치의 저장과 같은 백업 작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백업 전원 공급 장치로서 재충전 배터리(170)가

마련되어, 설치 과정을 수행하지 않고서도 주 전력이 완전히 복원되도록 함으로써, 로봇 CMM 암의 작동이 즉시 재개될 수

있도록 한다. 배터리(170)는 탈착식이다. 배터리(170)용 내장 충전기가 마련된다.

<로봇 CMM 암 케이블 및 인쇄회로기판 위치>

내부 케이블(165, 166, 167, 169, 174, 196)이 콘트롤 박스(159)로부터 조인트 인쇄회로기판(173)와 모터(176)를 연결

하는 탐침 단부(3)로 로봇 CMM 암(1)을 따라 연장된다. 내부 케이블(165, 166, 167, 169, 174, 196)은 내부 CMM 암(5)

과 외골격(6) 사이에서 연장된다. 이는 모든 케이블이 로봇 CMM 암(1)의 외부 표면 내에서 보호됨을 의미한다. 조인트 인

쇄회로기판(173)는 내부 CMM 암(5)과 외골격(6) 사이에 위치된다. 조인트 인쇄회로기판(173)에 할당된 대부분의 장치

(177-184)는 내부 CMM 암(5)이나 외골격(6)에 설치된다. 각각의 조인트 인쇄회로기판(173)는, 내부 CMM 암(5)과 외골

격(6) 사이에서 연장되는 전선, 리본 케이블 혹은 원형 단면 케이블에 의해서 적어도 하나의 로컬 장치(177-184)에 연결

된다. 내부 케이블(165, 166, 167, 174, 196)과 장치(177-184)를 조인트 인쇄회로기판에 연결하는 전선은 표준형으로 견

고한 구성이며 그 기술 분야에 상용되고 있다. 케이블의 게이지는 중량을 저감시키도록 최소로 유지되어 있다. 직렬 케이

블(169)은 IEEE-1394 파이어와이어(Firewire) 케이블이다. 탐침 박스 암(box-arm) 케이블(296)은, 인터페이스 커넥터

(194)를 통해 로봇 CMM 암(1)에 의해 공급된 서비스 관련 인터페이스 장치나 탐침 박스의 특정 요건에 대해 마련된 주문

형 케이블이다. 랩탑 케이블(152)은 파이어와이어 커넥터(197)로부터의 파이어와이어 IEEE-1394 케이블이다. 네트워크

커넥터(199)는 100Mbps 이더넷 커넥터이며 표준 CAT5 배선의 이더넷 네트워크(200)에 연결된다. 펜던트 케이블

(pendant cable)(154)은 파이어와이어 커넥터(198)로부터의 파이어와이어 IEEE-1394 케이블이다.

본 발명의 범위는 위에서 설명한 내부 배선이나 위에서 설명한 인쇄회로기판 장치로만 국한되지 않는다. 처리 유닛으로 전

송될 광학 탐침의 출력 데이터의 대역폭이 증가하고 있다. 고대역폭 직렬 케이블은, 광학 신호 케이블을 사용하여 대역폭

이 3.2GB/초에 이르지만 전기 신호 케이블을 사용하여 대역폭을 줄일 수 있는 IEEE-1394b 파이어와이어 B에 규정된 바

와 같은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다. 광학 신호 케이블은 대부분 전기 노이즈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열화 현상 없이 장거리로

신호를 전송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거리가 장거리이고 케이블이 전기 모터의 노이즈 영향을 받게 되는 로봇 분야에 광학

신호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선택적으로는, 모든 네트워크는, 100BaseT 이더넷 및 허브 혹은 장치 상호 접속을 위

해 마련된 스위치일 수 있다. 본 기술 분야의 당업자라면, 로봇 CMM 암의 인쇄회로기판의 수와 기능은 본 발명의 기술적

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서도 변경될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7개의 조인트 인쇄회로기판(173) 대

신에 3개의 조인트 인쇄회로기판(173)가 마련될 수 있으며, 이때 3개의 조인트 인쇄회로기판은 단일 조인트 인쇄회로기판

(173)에 연결된 2개 이상의 조인트와 결합된 드라이브, 열전대 및 인코더와 같은 장치를 구비한 로봇 CMM 암의 손목, 엘

보우 및 쇼울더에 위치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랩탑 PC)

도 35를 보면, 바람직하게는 랩탑 PC(151)가 주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위해 마련된다. 조절가능 플랫폼(310)이 로봇 CMM

암(1)의 베이스(4)에 설치된 랩탑 PC(151)에 대해 마련된다. 랩탑의 배터리(164)가 주 전원 연결부 없이 작동되도록 마련

된다. 플랫폼의 공간은 마우스(311)를 위해 마련된 공간이다. 본 발명은 랩탑 사용자 인터페이스로만 국한되지 않는다. 별

도의 완전 PC 캐비넷이 마련될 수 있으며, 그 PC 캐비넷에 별도의 LCD 스크린이 연결될 수 있다. 태블릿 PC가 마련될 수

있다. 컴퓨터가, 단일 로봇 CMM 암(1)과 그에 부착된 외부 디스플레이와 일체로 형성될 수 있다. 디스플레이는 접촉 감지

기능을 구비할 수 있다. 2개 이상의 로봇 CMM 암이 셀에서 작동되는 경우에, 바람직하게는 단일 랩탑 PC가 셀의 모든 로

봇 CMM 암을 제어하는 데 사용된다. 바람직하게는 소형 프린터(312)가 랩탑(151)에 연결되어 마련된다. 프린터는 적어

도 측정 기록을 출력하는 데 사용된다. 프린터 설치 장소가 랩탑(151) 아래의 플랫폼(310)에 마련된다.

(펜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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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6을 보면, 로봇 CMM 암(1)의 국소 제어를 위해 휴대용 펜던트(153)가 마련된다. 이 펜던트에는 로봇 CMM 암(1)에

연결시키기 위한 전선형 연결부(164)와 비전선형 연결부(324)가 마련된다. 주 전원 연결부 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

하여 펜던트(153)에 배터리(163)가 구비된다. 재충전 지점(158)이 로봇 CMM 암(1)에 마련되어 그 위치에 재충전을 위해

서 펜던트(153)가 대개 밤새 위치될 수 있다. 재충전 지점(158)의 특징은 연결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펜던트가

간단한 방식으로 크래들에 정확한 위치와 방향으로 배치됨으로써, 펜던트 전기 접촉부(327)가 전기 접촉부(328)의 재충전

지점과 접촉된다. 펜던트(153)는 바람직하게는 8인치 LCD 디스플레이를 구비하지만 그보다 크거나 작을 수도 있다. 선택

적으로는, 펜턴트에는 디스플레이가 마련되지 않을 수도 있다. 펜던트에는 마이크로프로세서(323), 메모리(325)의 마이크

로소프트 윈도우즈 CE 구동 시스템, 메모리(325)의 펜던트 소프트웨어(330) 및 3D 그래픽 칩(329)이 구비된다. 펜던트

디스플레이(322)는 스캔된 데이터의 실시간 3D 칼라 그래픽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로봇 CMM 암(1)의 모든 사용 결과를

나타낸다. 이러한 실시간 표시에 의해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펜던트는 각각의 축의 두 방향 운동을 조절하기 위한 다

수의 버튼들을 구비한다. 버튼은 멤브레인 기술로 제조된다. 3축 조이스틱(321)이 마련되지만, 이보다 축의 수가 작거나

클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조이스틱이나 트랙볼이 마련될 수 있다. 펜던트(153)는 2개의 선택 모드를 갖는다. 그 중 하나는

펜던트(153)가 랩탑 PC(151)에 대한 터미날로서 작용하는 터미날 모드이고, 다른 하나는 펜던트(153)가 그 자체의 마이

크로프로세서(323)를 사용하여 응용 소프트웨어를 구동시키는 작동 모드이다.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펜던트(153)가

구비되지 않거나 선택 사양이다. 랩탑의 소프트웨어는 펜던트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능을 수행하도록 마련된다. 녹색

LED(157)가 로봇 CMM 암(1)과 펜던트(153)에 마련되어 전원이 공급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부수적인 모든 작동 정보가

펜던트(153) 혹은 랩탑(151)의 디스플레이 스크린에 표시된다.

(헤드 장착식 제어 장치)

도 37을 보면, 랩탑(151)에 대한 전선형 접촉부 혹은 비전선형 접촉부를 구비한 헤드셋(340)이 작업자를 위해 구비된다.

헤드셋(340)은 적어도 800×600 픽셀의 해상도를 갖는 단안용 디스플레이(monocular display)(341)를 포함하며, 이에

의해 작업자(11)가 한 눈으로 그 디스플레이를 볼 수 있게 된다. 작업자(11)는 여전히 두 눈으로 주위를 볼 수 있지만, 단안

용 디스플레이(341)를 보는 눈은 어느 정도 방해될 수 있다. 보다 높은 해상도를 갖는 단안용 디스플레이(341)가 사용가능

해지고 있으며 헤드셋(340)에 내장될 수 있다. 헤드셋(340)은 또한 헤드폰(343)과 마이크로폰(342)을 포함한다. 작업자

(11)가 짧은 명령을 마이크로폰(342)을 통해 말함으로써 로봇 CMM 암(1)을 제어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각 작업자(11)

는, 랩탑(151)의 음성 인식 소프트웨어가 보다 높은 인식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로봇 CMM 암(1)에 명령을 기억시킨다. 랩

탑(151)의 음성 합성 소프트웨어는 헤드폰(343)을 통해 작업자(11)에게 말을 하여 순환식 음성 구동형 사용자 인터페이스

가 제공되도록 한다.

(버튼)

도 38a를 보면, 여러 세트의 버튼(183)이 로봇 CMM 암에 고정되어 병렬 작동된다. 이 세트가 한 쌍의 제어용 버튼(183)인

것이 바람직하다. 한 쌍의 버튼(183)이 세그먼트(8)에서 로봇 CMM 암의 탐침 단부(3)에 위치된다. 버튼은 A 및 B로 불리

우며, 이때 A가 탐침 단부(3)에 가장 근접하다. A의 색상은 적색이고 B의 색상은 녹색이다. 버튼(183)은 중심으로부터 대

략 25mm만큼 이격되어 있으며, 직경이 11mm이다. 버튼(183)은 우발적인 작동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홈형으로 형성되

어 있다. 버튼(183)은 엄지나 지문 크기에 맞게 직경이 크다. 버튼(183)은 로봇 CMM 암(1)의 측정 제어와 소프트웨어 선

택의 선정에 사용된다. 탐침 단부 쌍과 병렬로 작동되는 다른 쌍의 버튼(183)이, 제1 쌍으로부터 외골격 세그먼트8(48)의

타측부에서 외골격 세그먼트8(48)의 탐침 단부(3)에 위치되고, 외골격 세그먼트5(45)의 손목과 엘보우 사이에서 콘트롤

박스(159)에 위치된다. 도 38b를 보면, 무선 풋스위치(350)가 마련되어 있다. 도 38c를 보면, 버튼을 구비한 무선 원격 제

어 장치(351)가 마련되어 있다. 이 제어 장치는 바람직하게는 스트랩(352)을 구비한 작업자(11)의 선정 위치에서 로봇

CMM 암에 부착된다. 선택적으로는, 작업자(11)는 원격 제어 장치(351)를 휴대할 수 있다. 본 발명은 개시된 수의 버튼

(183)과 그의 상태로만 국한되지 않는다. 로봇 CMM 암은 그에 부착된 버튼이 없어도 펜던트(153)나 랩탑(151)을 사용하

여 작동될 수 있다. 제어는 단일 버튼(183) 혹은 각 세트의 3개 이상의 버튼을 사용하여 행해질 수 있다. 단일 세트 혹은 여

러 세트들이 구비될 수 있다. 세트의 수와 그의 위치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는 로봇 CMM 암(1)의 리치와 사용될 적용 분

야가 포함된다.

<작동 환경>

본 제1 실시예의 휴대용 로봇 CMM 암(1)은 섭씨 -10도 내지 +50도의 온도 범위에서 작동될 수 있다. 알래스카 가스관과

이집트 분묘와 같은 측정 분야를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분야에서는 로봇 CMM 암(1)이 작동되는 외부 조건이 혹한

조건에서부터 직사광선 조건까지 변하게 된다. 로봇 CMM 암은 기상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내후성 레벨이 IP62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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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 다른 실시예의 로봇 CMM 암은 IP64 레벨로 보호될 수 있으며, 심지어는 방사능 지역과 같은 가혹 조건에서도 사용

될 수 있도록 하는 특별 보호 기능을 구비하고 있다. 휴대용 로봇 CMM 암(1)은 일반적으로 습도 90%까지의 조건에서 작

동될 수 있다.

<로봇 CMM 암 좌표계>

도 39를 보면, 로봇 CMM 암 시스템(150)에 대한 다수의 좌표계(360)들이 도시되어 있다. 이 좌표계에는 다음의 좌표계가

포함되지만 그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 물체 좌표계(361)

- 물체 형상부 좌표계(362)

- 로봇 CMM 암 좌표계(363)

- 탐침(혹은 도구) 좌표계(364)

- 외골격 좌표계(366)

물체 좌표계(361)는, 물체(9)의 툴링 볼(tooling ball)(368)이나, 물체(9)가 설치된 기준 판으로서 물체(9)에 대한 물체 좌

표계(361)를 제공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기준 판과 같은 기지의 특징이 없는 한 알 수가 없다.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는 대

부분 공통적으로 차량 라인 물체 좌표계(361)가 마련된다. 물체 형상부 좌표계(362)는 형상부(362)에 대해 구비된다. 종

종, 물체는 물체 형상부 좌표계(365)에 대해 참조 부호를 가지고서 제조되며, 물체 형상부 좌표계(365)를 확인하고자 측정

될 수 있다. 이 제1 실시예에 따르면, 내부 CMM 암 좌표계로도 알려진 로봇 CMM 암 좌표계(363)와 외골격 좌표계(366)

는 동일한데, 그 이유는 내부 CMM 암 베이스(31)와 외골격 베이스(41)가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직경이

25mm인 기준 볼(367)이 베이스(4)에서 반복형 자기 장착부(369)에 구비된다. 기준 볼(367)의 중심은 로봇 CMM 암 좌표

계(363)와 외골격 좌표계(366)의 영점으로 지정된다. 외골격이 내부 CMM 암 베이스(31)와 다른 외골격 베이스(41)를 구

비하는 경우에, 특히 외골격 베이스(41)와 내부 CMM 암 베이스(31) 사이에 상대 운동이 있는 경우에, 외골격 좌표계(366)

는 로봇 CMM 암 좌표계(363)와는 다르다. 이 경우에, 제2 기준 볼(367)이 마련된다. 로봇 공학 분야에서는 공통적으로 인

지되는 바와 같이, 로봇 CMM 암(1)의 탐침 단부(3)에 부착된 도구(98)나 탐침(90)에 대해 다른 좌표계가 구비된다. 이는

로봇 CMM 암 탐침 좌표계(364)로 불리운다.

<콘트롤 인쇄회로기판>

도 40을 보면, 콘트롤 인쇄회로기판(172)는 로봇 CMM 암(1)을 제어한다. 외부 커넥터(156, 157, 194, 195, 197-199)는

콘트롤 인쇄회로기판(172)에 설치되어 콘트롤 박스(159)의 측부에 직접 부착된다. 증폭 아날로그 출력 회로(383), 트리거

회로(384), 파이어와이어 버스 제어기(385), 이더넷 버스 제어기(386) 및 WiFi 무선 유닛(387)에 의해 암과의 인터페이스

가 이루어진다. DSP 프로세서(380)가 메모리(381)의 제어 소프트웨어(382)를 구동시킨다. 제어 소프트웨어는 메모리

(381)의 위치 평균 소프트웨어(392)와 기구 소프트웨어(391)에 접속될 수 있다. 텍스트 포맷의 프로그램(389)은 해석기

(390)에 의해 해석된다. 로봇 CMM 암 인터넷 프로토콜(IP) 어드레스(388)가 메모리(381)에 저장된다. 프로그램 정렬 파

일(264)이 메모리(381)에 저장된다. 메모리(381)는 충분한 정적 및 동적 메모리로 구성된다.

<조인트 인쇄회로기판>

도 41a와 도 11을 보면, 조인트 인쇄회로기판(173)는 다음의 기능들을 갖는다. 즉,

- 다수의 로컬 장치(177-184, 90), 버스(169, 174, 161, 162) 및 전원 라인(165, 166, 160)을 모두 커넥터(400)를 통해

상호 연결시키는 기능과,

- 인코더(178)에 의해서 트리거 버스(174)의 트리거 신호에 응답하는 기능과,

- 다수의 센서(178-184)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고, 그 데이터를 처리하며, 인코더 계수와 같은 데이터의 상태를 유지하

고, 직렬 버스(169)에 의해 예비 처리된 데이터를 콘트롤 인쇄회로기판(172)로 전송하는 기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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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트롤 인쇄회로기판(172)로부터의 상태 문의에 응답하는 기능.

조인트 인쇄회로기판(173)는, DSP 프로세서(401)와, 메모리(402)와, 그 메모리(402)에 상주하는 조인트 소프트웨어

(405)와, 트리거 회로(384)와, 파이어와이어 버스 제어기(385)와, 레니쇼 인터폴레이터(Renishaw interpolator)(187)의

출력부에 연결된 인코더 인터페이싱 회로(403)를 포함한다. 레니쇼 인터폴레이터로부터의 계수(404)는 메모리(402)에 저

장된다. 로봇 CMM 암(1)의 위치를 결정하는 단순 작동 모드에서, 인코더(178)가 래치되면, 한 각도 위치 계수(402)가 각

각의 조인트 인쇄회로기판(173)로부터 콘트롤 인쇄회로기판(172)로 전송되어, 이 계수(402)가 본 기술 분야의 당업자에

게 공지된 기술을 사용하여 로봇 CMM 암(1)의 위치를 산출할 수 있도록 기구 소프트웨어(391)에 의해 사용된다.

<위치 평균>

도 41b를 보면, 로봇 CMM 암(1)의 위치를 결정하는 바람직한 작동 모드에서, 인코더 클럭(406)이 조인트 인쇄회로기판

(173)에 마련된다. 인코더 클럭(406)은 각각의 인코더 계수(404)가 조인트 인쇄회로기판(173)에 도달될 때 그를 시간 각

인하는 데 사용된다. 바람직하게는, 20개의 인코더 계수(404)가 선입 선출(FIFO) 방식으로 메모리(402)에 유지되지만, 20

개 이상 혹은 이하의 선입 선출 계수가 저장될 수 있다. 트리거 펄스(TR)가 트리거 버스(174)의 조인트 인쇄회로기판

(173)에 도달되면, 이는 인코더 클럭(406)을 사용하여 시간 각인된다. 도 41c를 보면, 시간(t)에 따른 계수(404)가 다이어

그램으로 도시되어 있다. 각각의 계수(Cn-9 내지 Cn+10)가 기록되어 20개의 시간 각인 계수가 메모리에 저장된다. Cn 직

후에, 인코더 위치를 요청하는 조인트 인쇄회로기판(173)에 의해 트리거 펄스(TR)가 수신된다. 트리거 펄스는 도달시 인

코더 클럭(406)에 의해 시간 각인된다. 조인트 인쇄회로기판(173)는, 20개의 시간 각인 계수(Cnx)와, 트리거 펄스(TR)가

직렬 버스(169)를 따라 콘트롤 인쇄회로기판(172)에 수신된 시간을 전송한다. 이제 도 41d의 위치 평균 방법을 살펴본다.

- 제1 단계(440)에서, 콘트롤 인쇄회로기판(172)의 위치 평균 소프트웨어(392)는, 각각의 조인트 인쇄회로기판(173)로부

터 트리거 펄스(TR)로부터의 입력으로서 한 세트의 20개의 시간 각인된 인코더(178) 계수와 트리거 펄스(TR)가 그 인코

더로 수신되는 시간을 수신한다.

- 제2 단계(441)에서, 위치 평균 소프트웨어(392)는 각각의 인코더에 대한 20개의 계수에 걸쳐 한 스플라인을 시간 영역

에 피팅시켜서 7개의 CMM 인코더(178)에 대한 7개의 스플라인을 생성시킨다.

- 제3 단계(442)에서, 위치 평균 소프트웨어(392)는 시간(TR)에서의 한 계수와 각각의 CMM 인코더(178)를 내삽한다.

- 제4 단계(443)에서, 7개의 내삽 계수가 기구 소프트웨어(391)로 전송되어 로봇 CMM 암(1)의 위치가 결정된다.

이러한 위치 평균 방법은, 트리거 펄스(TR) 시점에서 정확한 위치에 대해 평균 및 보간 과정에 의해 로봇 CMM 암의 정확

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의 일례이다. 본 발명은 이러한 위치 평균 방법으로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트리거 펄스(TR) 시점

전후의 원 데이터를 습득하여 처리함으로써 로봇 CMM 암의 위치를 보다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방법을 포

함한다. 처리 위치는 중요하지 않으며, 일례로 인코더(178), 조인트 인쇄회로기판(173), 콘트롤 인쇄회로기판(172) 및 랩

탑(151)을 비롯한 하나 이상의 처리 위치에서 행해질 수 있다. 위치 평균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단순 작업 인코더에 비해

로봇 CMM 암(1)의 위치가 보다 정확하게 결정된다.

<온도 보정>

본 발명의 목적은, 온도가 보정되어 로봇 CMM 암의 온도가 변하는 경우에 재보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로봇 CMM 암을 제

공하는 것이다. 열전대(180)가 내부 CMM 암(5)의 각각의 하우징(100, 101, 103)의 알루미늄에 부착된다. CMM 세그먼

트1-8(31-38)은, 온도에 따라 팽창/수축하며 비틀려지지 않도록 유한 요소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구성된다. 이와 유사

하게, CMM 세그먼트1-8(31-38)은, 응력을 발생시키지 않아 온도의 변화에 따른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 공지된 재료와 방

법을 이용하여 제조된다. 알루미늄은 온도에 따라 잘 알려져 있는 비율로 팽창한다. 열전대(180)는 조인트 인쇄회로기판

(173)에 의해 매 10초마다 판독되며, 온도가 직렬 버스(169)를 따라 콘트롤 인쇄회로기판(172)로 전송된다. 이어서, 내부

CMM 암의 45 파라미터 운동 모델의 일부 파라미터가, 유한 요소 온도 모델링에 의해 예측된 방식대로 각각의 하우징의

열전대(180)에 의해 측정된 온도 변화에 비례하여 조절된다. 알래스카 혹은 사막과 같이 극한 온도 조건인 경우에, 로봇

CMM 암이 사용되기 이전에 접촉식 혹은 비접촉식 탐침 정렬 작업을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힘과 토크의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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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중에 내부 CMM 암(5)에는 힘과 토크가 가해진다. 도 41e를 보면, CMM 세그먼트1-8(31-38)에 설치된 스트레인 게

이지(181)가 내부 CMM 암(5)의 변형을 연속하여 측정한다. 3개의 스트레인 게이지(181)가 각각의 CMM 세그먼트1-8

(31-38)에 수직하여 설치되어 있다. 스트레인 게이지(181)는 조인트 인쇄회로기판(173)에 연결된다. 조인트 인쇄회로기

판(173)는 각각의 스트레인 게이지(181)로부터 판독된 수치를 콘트롤 인쇄회로기판(172)로 초당 5회 전송한다. 스테레인

값은 초당 5회 이상 혹은 그 이하로 전송될 수 있다. 셋업 중, 각각의 로봇 CMM 암을 제조한 후에, 일련의 스트레인 게이

지 테스트 프로그램이 수행되어, 각각의 스트레인 게이지로부터 출력된 수치가 프로그램의 실행 중에 모니터된다. 어떤 테

스트 프로그램은 내부 CMM 암(5)을 과도하게 변형시키도록 형성된다. 이때 이용되는 한 가지 방법은 무거운 모조 탐침이

CMM 세그먼트8(38)에 설치된 암을 신속하게 이동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스트레인 게이지(181)의 최대 허용가

능 압축 스트레인 및 인장 스트레인이 보정된다.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는, 모든 스트레인 게이지(181)의 스트레인이 초

당 5회 모니터되며, 최대 허용가능 스트레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동작이 행해진다. 이러한 동작에는, 에러 메시지를 작업자

에게 알리고, 일부 측정 작업을 보다 저속으로 자동으로 반복하여 스트레인 레벨을 저하시키며, 바람직하지 않는 스트레인

과 그가 생성되는 조건을 기록하는 것이 포함된다.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스트레인 게이지(181)가 CMM 조인트1-7

(51-57)의 베어링에 배치되어 특정 굽힘 스트레인을 측정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베어링 스트레인 게이지(181)는 CMM

세그먼트1-8(31-38)의 스트레인 게이지(181)에 추가로 혹은 그를 대체하여 사용될 수 있다. 스트레인 측정 작업의 신뢰

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수의 스트레인 게이지가 각각의 방향으로 배치되어, 비교 및/또는 평균 방법을 이용하여 처리

된 결과를 산출하게 된다. 본 발명의 범위는 특정 위치에 위치된 특정 개수의 스트레인 게이지로 국한되지 않는다. 본 발명

은, 로봇 CMM 암(1)의 힘과 모멘트를 콘트롤 인쇄회로기판(172)로 피드백할 수 있는 임의 위치의 임의 스트레인, 압력,

토크 측정 장치 혹은 여타 다른 측정 장치를 포함한다.

<타이밍>

측정 작업은, 작동 중이나 혹은 로봇 CMM 암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행해질 수 있다. 측정 작업이 작동 중에 행해지는

경우에, 로봇 CMM 암(1)의 콘트롤 인쇄회로기판(172)와 광학 탐침(91) 사이의 정밀한 타이밍은 높은 정확도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 콘트롤 인쇄회로기판(172)와 광학 탐침(91) 사이의 정밀한 타이밍을 확보하는 두 가지 방법은 바람직하게는 동

기화와 시간 각인이다. 본 발명의 범위는 이러한 두 가지 방법으로 국한되지 않으며, 로봇 CMM 암(1)의 콘트롤 인쇄회로

기판(172)와 광학 탐침(91) 사이의 정밀한 타이밍을 확보하기 위한 임의의 방법을 포함한다.

(동기화)

동기화 방법은 동기화된 측정치 쌍에 의해 특징을 이루는데, 그 중 제1 측정치는 탐침 측정치이고, 제2 측정치는 내부

CMM 암(5)의 위치이다. 도 42에 따르면, 콘트롤 인쇄회로기판(172)와 광학 탐침(91)으로부터의 데이터가 동기화되면, 제

1 동기 모드에서 바람직하게는 광학 탐침(91)이 마스터이고 콘트롤 인쇄회로기판(172)가 슬레이브이다. 제1 단계(410)에

서, 광학 탐침(91)은 동기 신호를 트리거 버스(174)를 거쳐 7개의 조인트 인쇄회로기판(173)로 전송한다. 동기 신호는 1

마이크로초 이하의 지연 시간을 가지고서 신속하게 트리거 버스(174)를 거쳐 전송된다. 단계(411)에서, 탐침 측정치와 위

치 데이터가 랩탑(151)으로 전송된다. 조인트 인쇄회로기판(173)는 인코더 데이터를 콘트롤 인쇄회로기판(172)로 전송한

다. 콘트롤 인쇄회로기판(172)는 7개의 인코더 위치를 조합하여 탐침 단부(3)에서 내부 CMM 암(5)의 위치를 산출하고 나

서 그 위치를 랩탑(151)으로 전송한다. 탐침(91)은 탐침 측정치를 랩탑(151)으로 전송한다. 단계(412)에서, 랩탑(151)은

탐침 측정치와 내부 CMM 암(5)의 위치를 조합하여 측정치를 제공한다. 이러한 방법은, 동기화 방법 및 장치가 탐침 측정

치와 인코더 위치를 포착하여 그들을 조합시켜 정확한 측정치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효과를 갖는 것을 전제로

하여, 동기 신호가 광학 탐침(91)으로부터 조인트 인쇄회로기판(173)로 이동하는 지연 시간이 1마이크로초 이상인 경우에

행해진다. 도 43a-c를 보면, 광학 탐침(91)이 마스터이고 콘트롤 인쇄회로기판(172)가 슬레이브이다. 도 43a를 보면, 측

정을 위해서 작동 광학 탐침(91)은 두 가지 조건, 즉 광의 집광을 위해서 광이 투사되어야 하고 센서 셔터가 개방되어야 하

는 조건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한다. 도 43a의 모드에서, 레이저가 켜지는 경우에 측정이 행해진다. 동기 신호는 시점(T)에

서 광학 탐침(91)으로부터 콘트롤 인쇄회로기판(172)로 전송되어야 하며, 이때 시점(T)은 측정 주기(P)의 중간점이다. 제

1 실시예에 따르면, 로봇 CMM 암(1)은 시점(T)에서 동기 신호의 수신시 1마이크로초 이하의 반복가능 시간에서 인코더

를 래치시킬 수 있다. 도 43b를 보면, 측정 주기(P)는 셔터 개방시부터 레이저 차단시까지이다. 도 43c를 보면, 측정 주기

(P)는 셔터가 개방되어 있을 때이다.

동기화는, 콘트롤 인쇄회로기판(172)가 마스터이고 광학 탐침(91)이 슬레이브인 제2 동기화 모드에서 행해진다. 이러한

동기화의 예로서, 스캔 모드가 규칙적 암 증분으로 측정하고 콘트롤 인쇄회로기판(172)가 마스터인 경우를 들 수 있다. 도

44를 보면, 동기 신호는 콘트롤 인쇄회로기판(172)로부터 시점(T)에서 광학 탐침(91)에 도달된다. 시점(T) 이후의 단시간

내에 레이저가 켜지고 셔터가 개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44의 경우에는, 셔터는 측정 주기(P)를 결정하고 시점(T) 이

후에 t 마이크로초만큼 지연된 중심을 갖는다. 또 다른 경우에는, 레이저가 측정 주기(P)를 결정하거나, 셔터와 레이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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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측정 주기(P)를 결정한다. 작동 중에 스캔하는 경우에 로봇 CMM 암(1)의 정확도를 최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제2

동기화 모드에서 지연 시간(t)이 알려져 있고 모든 측정치에 대해 반복되어야 하는 점이 중요하다. 어떤 광학 탐침(91)의

경우에는, 지연 시간(t)이 광학 탐침(91)에 의해 측정치들 사이에서 변한다. 이러한 경우에, 광학 탐침(91)은 다음 동기 신

호가 수신되기 전에 지연 시간(t) 값의 변화를 직렬 버스(169)를 거쳐 전송한다. 도 45의 방법을 보면, 제1 단계(413)에서,

광학 탐침(91)은 지연 시간(t) 값의 변화를 콘트롤 인쇄회로기판(172)로 전송한다. 이러한 단계(413)는 단지 지연 시간(t)

이 변경된 경우에만 행해진다. 단계(414)에서, 콘트롤 인쇄회로기판(172)는 시점 T에서 탐침 동기 신호를 광학 탐침(91)

으로 전송한다. 단계(415)에서, 콘트롤 인쇄회로기판(172)는 시점(T+t)에서 인코더 동기 신호를 7개의 조인트 인쇄회로

기판(173)로 전송한다. 콘트롤 인쇄회로기판은, 정확한 모멘트를 결정하여 탐침 동기 신호 후의 인코더 동기 신호를 전송

시키기 위해서 내부 클럭과 같은 수단을 사용한다. 탐침(90)이 2개의 스트라이프(305, 306)를 구비한 두 스트라이프 탐침

(308)과 같은 다중 스트라이프 탐침인 경우에, 스트라이프의 측정은 모든 스트라이프를 동시에 조사함으로써 동시에 행해

질 수도 있고, 어느 한 시점에 한 스트라이프를 조사하거나 어느 한 시점에 스트라이프 그룹을 조사함으로써 별도로 행해

질 수도 있다. 스트라이프가 각기 다른 시점에 조사되는 경우에, 만일 탐침(90)이 로봇 CMM 암을 따라 이동하면, 로봇

CMM 암은 각각의 스트라이프가 조사될 때 각기 다른 위치에 있게 되어, 각각의 스트라이프에 대해서 별도의 동기화가 형

성된다. 본 발명의 목적에 따르면, 제1 동기화 모드에서는 콘트롤 인쇄회로기판(172)가 마스터이고 탐침(90)이 슬레이브

이며, 제2 동기화 모드에서는 탐침(90)이 마스터이고 콘트롤 인쇄회로기판(172)가 슬레이브이다.

(시간 각인과 보간)

어떤 경우에는, 공학 탐침(91)과 콘트롤 인쇄회로기판(172)를 정확하게 동기화시키기가 불가능하여 측정치 쌍들을 산출

하지 못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기 신호를 전송하거나 수신하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동기화가 불가능하

다. 시간 각인 방법에는 두 가지 경우, 즉 (i) 광학 탐침(91)과 콘트롤 인쇄회로기판(172)가 동일 측정률을 갖는 경우와, (ii)

광학 탐침(91)과 콘트롤 인쇄회로기판(172)가 각기 다른 혹은 가변 측정률을 갖는 경우가 있다.

경우 (i)에서는 측정치가 쌍으로 형성된다. 이때 중요한 상항으로는, 광학 탐침(91)과 콘트롤 인쇄회로기판(172)의 측정률

이 정밀해야 하고 시간에 따라 변동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광학 탐침(91)과 콘트롤 인쇄회로기판(172)의 두 클럭은

스캔 개시시와 종료시에 동일 시간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정확하게 작동된다. 광학 탐침(91)과 콘트롤 인쇄회로기판(172)의

측정이 동일 비율로 행해짐으로써, 두 인접 광학 측정치들 사이와 두 인접 위치 측정치들 사이의 시격(I)은 언제나 동일하

게 된다. 대표적인 비율은 초당 25 측정치로부터 초당 1000 측정치로 변하지만, 1000 이상 혹은 25 이하의 비율도 가능하

다. 경우 (ii)에서는 측정치가 광학 탐침(91)으로부터 규칙 혹은 불규칙 간격을 가지고서 산출되며, 콘트롤 인쇄회로기판

(172)로부터 동일 또는 여타 다른 규칙 혹은 불규칙 간격을 가지고서 산출된다.

도 46을 보면, 두 경우 (i)과 (ii)에 대해 동일 방법이 적용된다.

- 제1 단계(416)에서는, 광학 탐침(91)과 콘트롤 인쇄회로기판(172)의 두 클럭이 스캔 개시 직전에 가능한 한 근접하게

동기화된다.

- 단계(417)에서는, 콘트롤 인쇄회로기판(172)에 의해 측정이 개시되어 광학 탐침(91)이 스캔을 개시한다.

- 단계(418)에서는, 위치 데이터가 콘트롤 인쇄회로기판(172)에 의해 포획되고, 각각의 위치가 콘트롤 인쇄회로기판

(172)의 클럭을 사용하여 시간 각인된다. 측정치들이 광학 탐침(91)에 수집되어, 각각의 위치가 광학 탐침(91)의 클럭을

사용하여 시간 각인된다.

- 단계(419)에서는, 로봇 CMM 암 스캔 프로그램이 중지되어, 광학 탐침(91)의 스캔이 중지된다.

- 단계(420)에서는, 광학 탐침(91)과 콘트롤 인쇄회로기판(172)의 두 클럭이 서로에 대해 체크된다.

- 단계(421)에서는, 콘트롤 인쇄회로기판(172)가 시간 각인된 위치 파일을 출력한다. 광학 탐침(91)은 시간 각인된 측정

치 파일을 출력한다.

- 단계(422)에서는, 콘트롤 인쇄회로기판(172) 위치를 내삽하여 조합된 측정치 파일을 산출하여서 각각의 광학 탐침 측정

치에 대한 내부 CMM 암(5)의 최적 예측치를 제공한다. 각각의 내부 CMM 암(5) 위치는 탐침 단부(3)의 X, Y, Z 위치와 I,

J, K 방향 벡터를 포함한다. 내부 CMM 암(5)의 내삽은, 내부 CMM 암(5)을 통해 3D 폴리라인을 피팅시켜서 시간 각인 타

이밍 차이에 비례하여 그 3D 폴리라인을 내삽함으로써 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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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범위는 도 46의 시간 각인 및 보간 방법으로만 국한되지 않으며, 그와 동일한 기술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시

간 각인 및 보간을 포함한 임의의 방법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광학 탐침(91)과 콘트롤 인쇄회로기판(172)의 두 클럭을 정

확하게 동기화시키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제1 스캔을 포함하는 방법인 공지된 인위적인 방법이 사용된다. 도 47을 보면,

두 평면이 90도로 교차하는 리지(ridge) 인위 구조체(370)가 위치되고, 이때 리지는 거의 레이저 스트라이프(287)에 평행

하게 위치된다. 로봇 CMM 암(1)에 설치된 광학 탐침(91)에 의해서 두 스캔 경로가 리지 인위 구조체(370)에 걸쳐 형성된

다. 제1 경로(371)는 +X 방향이고, 제2 경로(372)는 -X 방향이다. 두 시간 각인된 파일의 암 위치와 탐침 측정치가 두 클

럭 사이에서 동기 예측법을 이용하여 조합된다. 도 48을 보면, 두 경로(371, 372)가 비교되어, X 방향으로의 간격으로서

오차(E)가 산출된다. 오차(E)는 정확하게 두 클럭의 동기화 차이를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 이어서, 이러한 차이가 두 클럭

사이에서 동기화 예측치의 보정 인자로서 사용되어, 물체(9)가 후속하여 측정될 때 두 클럭 사이의 정확한 동기화를 제공

할 수 있게 된다.

(동기화 펄스 라벨링(labelling))

실시간 동기화 펄스 라벨링의 신규한 공정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로봇 CMM 암 시스템(150) 내의 동기화에는 불명료함이

존재한다. 몇몇 경우에, 하나 이상의 장치로부터의 하나 이상의 측정치가 시스템 작동에서의 교란에 의하여 손실되어, 추

가로 데이터를 손실시키거나 부정확하게 동기화된 데이터를 제공하는 시스템의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을 야기하는 여러 원

인에 의하여, 동기화된 측정치들을 정확히 집계하는 공정에 불명료함을 발생시킨다.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동기화 신호의

발생원에 대한 불명료함이 있을 수 있다. 본 발명의 목적은, (i) 동기화 신호 발생 장치로부터의 각각의 연속적인 동기화 신

호에 따라 증분되는 정수, (ii) 선택적으로, 그러한 동기화 신호 발생 장치용의 단 하나의 장치 식별 코드 및 (iii) 선택적으

로, 시간 스탬프(stamp)를 포함하는 동기화 신호 발생 장치로부터의 각 동기화 펄스에 동기화 라벨을 부가하는 것이다. 증

분 정수(incremented integer)는 모든 시스템에 대하여 필요하다. 증분 정수의 전형적인 최소치는 0(영)이고 전형적인 최

대치는 255이다. 최대 정수에 도달하면, 다음 증분 정수는 최소 정수이다. 로봇 CMM 암 시스템(150)의 개시 후에, 제1 정

수 출력은 0이다. 동기화 펄스의 형식(format)과 동기화 라벨은 당업자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동기화 펄스

는 10 마이크로초 펄스 폭의 상승 펄스(rising pulse)이고 총 라벨 동기화 라벨 길이는 15 이진수 비트(binary bit)이며, 각

비트는 10 마이크로초 펄스의 유무에 의해 표현된다. 동기화 라벨은 체크섬(checksum) 비트로 인코딩된다. 각 동기화 신

호 발생 장치용의 유일한 장치 식별 코드는, 다수의 동기화 신호 발생 장치의 동기화 신호들 사이에 불명료함이 존재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필요할 뿐이다. 시간 스탬프는 트리거 버스(trigger bus)(174)에 의해 장치들 사이의 시계 시간(clock

time)을 동기화하기 위하여 시스템 개발자(system developer)가 이용할 수 있는 선택적 사항이고 다른 목적에 이용될 수

있다. 트리거 버스(174)에는 동기화 라벨과 함께 동기화 신호를 발생시킬 수 있는 여러 동기화 신호 발생 장치가 연결되며,

다음과 같은 것들을 하나 이상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광학 탐침(91)

양(quantitiy) 측정 탐침(90)

접촉 트리거 탐침(92)

스캔 모드의 하중 탐침(99)

수동 조작 버튼(183)

원격 제어기(351)

제어 PCB(172)

외부 제어 장치

트리거 버스(174)에는 동기화 라벨과 함께 동기화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동기화 신호 수신 장치가 연결되고,

다음과 같은 것들을 하나 이상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광학 탐침(91)

양 측정 탐침(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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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트 PCB(172)

제어 PCB(172)

외부 제어 장치

하나 이상의 장치로부터의 측정 데이터를 대조하고 조합하기 위한 조합 장치일 수도 있는 적어도 하나의 대조 장치가 존재

할 수 있다. 대조 장치는 독립적인 장치일 수 있거나 동기화 신화 발생 장치 또는 동기화 신화 수신 장치의 일부일 수 있다.

동기화 펄스를 라벨링하기 위한 신규한 동기화 펄스 라벨링 방법이 개시된다. 제1 단계에서, 동기화 신호 발생 장치는 트

리거 버스 상에서 동기화 펄스를 발신하고 이어서 (i) 동기화 신호 발생 장치 증분 정수, (ii) 선택적으로 동기화 신호 발생

장치 식별 코드, 및 (iii) 선택적으로 동기화 신호 발생 장치 시간 스탬프를 포함하는 동기화 라벨을 발신하다. 제2 단계에

서, 동기화 신호 수신 장치는 트리거 버스 상에서 트리거 펄스를 수신하고 이어서 동기화 라벨을 수신한다. 제3 단계에서,

동기화 신호 발생 장치는 통신 버스(communication bus) 상에서 동기 신화 발생 장치 데이터 패킷(packet)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조 장치로 발신하며, 상기 데이터는 적어도 (i) 동기화 펄스가 발신되었음을 나타내는 코드와, (ii) 동기화 신호

발생 장치 내에 생성된 데이터와, (iii) 동기화 신호 발생 장치 증분 정수, (iv) 동기화 신호 발생 장치 식별 코드, 및 선택적

으로 (v) 동기화 신호 발생 장치 시간 스탬프를 포함하는 동기화 신호 발생 장치로부터 발신된 동기화 라벨의 복사 데이터

를 포함한다. 제4 단계에서, 동기화 신호 수신 장치는 통신 버스 상에서 동기화 신호 수신 장치 데이터 패킷을 직접 또는 간

접으로 대조 장치에 발신하며, 대조 장치는 적어도 (i) 동기화 펄스가 수신되었음을 나타내는 코드와, (ii) 수신된 동기 라벨

의 복사 데이터, (iii) 트리거 펄스에 대응하여 동기화 신호 수신 장치 내에 생성된 데이터, (iv) 동기화 신호 수신 장치 증분

정수, (iv) 동기화 신호 수신 장치 식별 코드, 및 선택적으로 (v) 동기화 신호 수신 장치 시간 스탬프를 포함한다. 제6 단계

에서, 대조 장치는, 동기화 신호 발생 장치 데이터 패킷과 동기화 신호 수신 장치 데이터 패킷 내에서 동기화 신화 발생 장

치 증분 정수가 동일한 경우에, 동기화 신화 발생 장치 데이터 패킷과 동기화 신화 수신 장치 데이터 패킷을 결합시킨다.

이러한 신규한 동기화 라벨 및 방법은 개시된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동기화의 불명료함을 피하기 위하여 체계적

으로 가변적인 라벨을 사용하는 모든 방법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다른 실시예로서, 정수 범위는 256보다 작거나 256보다

클 수 있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라벨은 체계적으로 변할 수 있다. 동기화 펄스 라벨링 방법에 있어서, 제3 단계는 제2 단

계와 동시에 또는 전에 일어날 수 있거나, 제4 단계와 동시에 또는 전에 일어날 수 있다.

<측정 프로그래밍>

일반적으로 숙련자가 로봇을 프로그램밍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로봇 CMM 암(1)을 신속하고 용이하게 프로그래밍하는 것

이 중요하고, 이러한 점은 시장에서 로봇 CMM 암(1)이 성공적이기 위한 하나의 과제이다. 로봇 CMM 암 프로그램(389)은

실시간으로 해석기(390)에 의하여 해석되고, 제어 소프트웨어(382)는 프로그램(389) 내의 명령을 실행한다. 프로그램

(389)은 다양한 여러 방법으로 생성될 수 있다. 텍스트 편집기가 제공되어, 작업자(11)가 랩탑(151)의 로봇 CMM 암 프로

그램(389)을 작성하고 편집한다. 프로그램(389)은 테크노마틱스(Tecnomatix)로부터의 EM워크플레이스

(EMWorkplace)와 같은 오프-라인 프로그래밍 시스템 내에서 생성될 수도 있다. 프로그램(389)은, 펜던트(153) 또는 랩

탑(151)을 사용하여 로봇 CMM 암(1)을 원격 작동시키는 작업자(11)에 의해 교육될 수 있고, 이는, 접근이 어려울 경우에

로봇 CMM 암을 수동으로 움직이기 위한 작업자 접근용 받침대(gantry)를 제공할 필요 없이 원격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작업 개시(start-up) 검사>

로봇 CMM 암(1)은, 주 케이블(155)을 연결하고 스위치(156)를 사용하여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작동된다. 제어 PCB(172)

내의 제어 소프트웨어(382)는 전력 공급시에 자동으로 기동된다. 제어 소프트웨어(382)의 첫 번째 작업은 일련의 작업 개

시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제어 소프트웨어는 로봇 CMM 암 내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검사 가능한 모든 사항들이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다. 조인트 PCB(173) 내의 연결 소프트웨어(405)는 전력 공급시에 자동으로 기동된

다. 연결 소프트웨어(405)의 첫 번째 작업은 일련의 작업 개시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연결 소프트웨어는 연결 PCB

(173)에 연결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검사 가능한 모든 사항들이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다. 펜던트(153)

내의 펜던트 소프트웨어(330)는 펜던트 작업 시스템(326)의 제어 하에서 전원 공급시에 자동으로 기동된다. 펜던트 소프

트웨어(330)의 첫 번째 작업은 일련의 작업 개시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펜던트 소프트웨어는 펜던트(153) 내의 하드웨

어와 소프트웨어의 검사 가능한 모든 사항들이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다. 직접 연결된 제어 PCB(172)의 하

드웨어를 검사한 후에, 제어 소프트웨어(382)는 시리얼 버스(169)에 대하여 각각으로부터 상황 보고를 요청함으로써 7개

의 원격 조인트 PCB(173)를 검사한다. 그런 다음, 제어 소프트웨어(382)는 시리얼 버스(169)에 대하여 로봇 CMM 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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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장착 가능한 탐침(90)으로부터 상황 보고를 요청한다. 내부 작업 개시 검사가 완료되면, 제어 소프트웨어(382)는 외

부 버스 상에서 풋스위치(footswitch)(350), 원격 제어기(351), 펜던트(153) 및 랩탑(151)을 포함하는 장비에 통신을 시

도한다. 모든 작업 개시 검사가 완료되면, 제어 PCB(172) 내의 제어 소프트웨어(382)는 지시를 기다린다. 당업자라면, 작

업 개시 검사가 여러 다른 순서로 실시될 수 있고 시간이 덜 소요되거나 더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으나, 작업

개시 검사 과정이 진행되는 중에 작업자(11)가 수초 이상 기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준 설정(referencing)>

로봇 CMM 암은 항상 조인트 각도를 알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절대 인코더(absolute encoder)를 사용하고 작업

개시시에 조인트 PCB(173)를 통해 신호를 전송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증분 인코더를 사용하는 경우, 전지(170)를 사용하

여 전력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제어 PCB(172)가 조인트 각도를 알지 못한다면, 기준 설정 과정이 필요하

다. 작업자(11)는 기준 설정하는 것이 안전한지를 우선 검사한 후에 자동 기준 설정 과정을 개시한다. 기준 설정 과정 중에,

각 연결부는 기준 위치에 도달할 때까지 회전한다.

<보정>

(자동 보정 방법 및 인공물(artefact))

로봇을 보정하는 많은 방법과 수동 CMM 암을 보정하는 많은 방법이 당업자에게 공지되어 있고, 본 발명의 배경 기술에 설

명되어 있다. 도 49와 도 50을 참조하면, 제1 실시예에서, 알려진 보정 인공물(373)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보정 방법이 사

용된다. 7-축 로봇 CMM 암(1)에는 45-파라미터 동역학 보정 모델이 채용된다. 로봇 암(1)은 표면(7)에 견고히 부착되고,

표면(7)에 견고히 부착된 보정 인공물(373)을 측정한다. 보정 인공물(373)은 최대 직경이 6mm인 4개의 90도 콘(cone)

(375)을 포함한다. 4개의 콘(375)들 중 하나는 대략 동일 평면에 배치된 다른 3개의 콘들보다 높은 위치에 배치된다. 보정

인공물(373)은 공인된 것으로 4개의 콘(375)들 사이의 거리와 방위가 정확히 알려져 있다. 보정 인공물(373)은 강체이고,

열팽창 계수가 낮은 재료인 인바(Invar)로 제조된다. 인공물(373)은 구멍(374)을 통해 표면(7)에 나사 결합되는 볼트

(376)에 의하여 표면(7)에 견고히 부착된다. 다른 실시예에서, 인공물(373)은 클램핑에 의하여 표면(7)에 견고히 부착된

다. 레니쇼(Renishaw) 접촉 트리거 탐침인 접촉 트리거 탐침(92)이 로봇 CMM 암(1)에 장착된다. 보정 프로그램이 작업자

(11)에 의하여 개시되고 제어 PCB(172)에 의하여 실행된다. 보정은 4개의 구체(375) 각각의 90회 접촉 탐침 측정으로 이

루어진다. 조인트는 360회 접촉 탐침 측정 중에 가능한 한 많이 움직이며, 이러한 점은 측정이 조인트 각도의 광범위한 조

합으로 실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360회 접촉-탐침 측정들 중의 어느 것도 동일한 연결 방위를 갖지 않는다. 각 측정에

대하여, 7개의 인코더 위치가 기록된다. 당업자에게 공지된 최소 자승법을 이용하여, 동역학 모델의 45개의 파라미터를 최

적화하기 위하여 인코더 위치의 360 세트들이 사용된다. 이러한 보정 방법은, 바람직하기로는 측정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

하여 감소된 측정 회수로 사용될 수 있고, 소정 접촉 탐침(95)의 탐침 좌표계(364)를 로봇 CMM 암 좌표계(363)와 정렬시

키기 위하여 사용되며, 이러한 접촉 탐침 정렬 과정 중에 로봇 CMM 암은 재보정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재보정될 수

도 있다. 도 51a를 참조하면, 또 다른 실시예에서, 인공물(373)은 로봇 CMM 암(1)의 측정 용적 내의 입방체의 8개의 코너

근방의 8곳에 위치한다. 각 위치에서, 인공물(373)은 표면(7)에 대하여 따라서 로봇 CMM 암(1)에 대하여 견고히 장착되

어 있다. 각 위치에서, 360회 측정이 자동적으로 실시된다. 동일한 최소 자승법을 사용하여, 동역학 모델의 45개 파라미터

를 최적화하기 위하여 인코더 위치의 8×360 세트들을 이용한다. 이러한 보정 과정은 암과 접촉 탐침을 동시에 보정한다.

(보정 축)

로봇 CMM 암과 보정 인공물을 서로에 대하여 이동시키는 하나 이상의 개별적인 이동 축이 제공될 수 있고, 이 축들은 수

동으로 제어되거나 자동으로 작동될 수 있다. 축들은 직선 운동 또는 회전 운동 축이다. 예를 들어 도 51b를 참조하면, 로

봇 CMM 암(1)은 조인트 중앙부1(21)와 정렬되는 것이 바람직한 서보 제어 회전축(377)에 장착될 수 있어, 로봇 CMM 암

이 여러 각도로 회전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각각의 각도 위치에서 인공물(373)의 추가 측정이 이루어진다. 서보 제어 회

전축(377)은 모든 회전 공정이 자동화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장비가 컴팩트하다는 장점을 가지며, 측정 용적 내의

여러 위치에서 인공물(373)을 장착하기 위한 강성 구조의 구조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서보 제어 회전축(377) 대신에 수

동 회전축이 제공될 수 있으며, 수동 회전축은 로봇 CMM 암(1)의 기초 방위의 주기적 수동 위치 재설정에 의하여 반-자동

화된 더욱 간단하고 휴대성이 향상된 시스템이라는 장점을 갖는다.

(측정 용적 전체에 걸친 보정)

로봇 CMM 암(1)의 내측 CMM 암(5)이 완전한 강체인 것은 아니다. 중력 하에서, 수평 공간 방향으로 긴 CMM 세그먼트는

소정의 양만큼 휘어진다. 이러한 휨은 내측 CMM 암(5) 내의 각도 인코더에 의해 측정될 수 없고 오차의 원인이 된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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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오차는, 로봇 CMM 암(1)의 후속 작업에서 중력 하에서의 휨과 같은 반복 오차를 바로 잡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정 데이

터 및 보정 공정에 의하여 측정될 수 있다. 오차의 또 다른 원인은 연결 베어링 내의 휨이다. 양호한 보정 공정에서, 로봇

CMM 암(1)은 후에 사용될 측정 용적 내의 많은 수의 지점에서 측정된다. 로봇 CMM 암(1)은 측정 용적 내에 여분의 방위

를 갖는데, 다시 말하자면, 한 위치의 측정을 위하여 로봇 CMM 암(1)이 배치될 수 있는 공간 방위는 무수히 많다. 양호한

보정 공정에서, 로봇 CMM 암(1)은 측정 용적 내의 각 지점에 대하여 다수의 공간 방위에 배치된다. 그 이유는, 측정된 지

점들이 많을수록 그리고 각 지점에서 측정된 로봇 CMM 암(1)의 공간 방위가 많을수록, 보정 공정이 향상되기 때문이다.

로봇 CMM 암의 좌표계와 보정 인공물을 서로에 대하여 이동시키는 자동화 보정축의 제공에 의하여, 다수의 지점들을 측

정하는 자동화 공정이 가능해진다. 이는, 더욱 양호한 보정 공정에 의하여 로봇 CMM 암(1)이 더욱 정확해진다는 것을 의

미한다.

본 발명의 범위는 개시되어 있는 자동화 보정 방법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본 발명의 범위는 모든 자동화, 부

분-자동화 또는 수동 보정 방법을 포함한다. 어떠한 접촉 또는 비접촉 탐침(90)일지라도 사용 가능하다. 본 발명의 방법은

비-휴대성으로 로봇 CMM 암 제조 현장 또는 서비스 센터에서 실시될 수도 있고, 바람직하기로는 로봇 CMM 암을 소정의

장소에서 재보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휴대성일 수도 있다. 이동 축은, 어떠한 수, 형태, 위치 또는 자동화 정도일지라도,

로봇 CMM 암(1)과 보정 인공물(373) 사이의 상대 운동을 제공할 수 있다. 보정 인공물(373)의 수도 여러 개일 수 있다. 보

정 인공물(373)은 고정된 높이의 기둥에 장착될 수 있거나, 탐침(90)과 접촉하였을 때에 강성을 유지하도록 소정 높이, 방

위 및 위치에서 조정 가능하다. 하나 이상의 보정 인공물(373) 각각은 접촉 탐침(90)과 접촉할 수 있거나, 비접촉 탐침(90)

에 의하여 접촉 없이 측정될 수 있다. 인공물을 필요로 하지 않는 방법도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범위는 로봇 CMM 암

(1)의 정확하고 자동화된 보정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포함한다.

<광학 탐침의 정렬>

수동 CMM 아맘의 좌표계와 광학 탐침(91)의 탐침 좌표계(364)를 정렬시키는 많은 방법들이 당업자에게 공지되어 있고,

본 발명의 배경기술에 설명되어 있다. 로봇 CMM 암(1)의 좌표계(363)와 광학 탐침(91)의 탐침 좌표계(364)를 정렬시키

는 바람직한 방법은, 로봇 CMM 암(1)에 장착된 광학 탐침(91)을 사용하여 여러 탐침 방향과 방위로부터 구체를 스캔하는

것이다. 구체는 직경이 25mm이고 매트 표면이 마무리되고 공인된 것이 바람직하고, 이러한 구체는 레니쇼에 의해 공급된

다. 스트립 탐침(97)의 경우에, 로봇 CMM 암 좌표계(363) 내의 +X, -X, +Y, -Y, -Z의 5개의 스트립 탐침 방향이 사용된

다. 각 방향에 대하여, 구체는 스트립 탐침(97)에 의해 스트립 면(280)의 방위에서 45도의 증분으로 스캔되어, 각 방향으

로부터 8개의 방위가 형성된다. 40개의 방향/방위 조합에서, 전방 +X 스캔 패스와 후방 -X 스캔 패스는 +X와 -X가 탐침

좌표계(364)에 있을 경우에 실행된다. 광학 탐침 측정과 암 위치의 80개의 세트는 당업자에게 공지된 최소 자승 알고리듬

에 의해 처리되어, 로봇 CMM 암 좌표계(363)와 탐침 좌표계(364) 사이의 정렬 변환 마트릭스를 생성한다. 본 발명의 범위

는 개시된 자동화 정렬 방법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로봇 CMM 암(1)과 광학 탐침(91)의 정확한 정력의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 모든 자동화, 부분-자동화 또는 수동 정렬 방법을 포함한다.

<물체의 기준 설정(datuming)>

물체(9)를 측정하기 전에 기준 설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준 설정에 있어서, 로봇 CMM 암 좌표계(363)와 물체 좌표

계(361) 사이의 변환 마트릭스가 측정된다. 많은 경우에, 콘, 툴링 볼(tooling ball) 및 기준면과 같은 기준 설정 특성은 물

체(9) 상의 정확한 위치에 제공된다. 로봇 CMM 암(1)에 대하여 물체(9)를 기준 설정하는 경우에, 작업자는 우선 사용될

기준 설정 방법을 랩탑(141) 또는 펜던트(154)의 로봇 CMM 암 사용자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에 지정하고, 로봇 CMM 암

은 이 방법을 채택한다. 통상의 기준 설정 방법은, 3개의 직교 면, 2개의 콘과 하나의 면, 및 3개의 툴링 볼을 포함한다. 그

후 작업자는 위치 설정 방법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순차적 위치를 통해 로봇 CMM 암을 수동으로 안내하고, 일단 위치에

도달하면 제어 PCB(172)는 각 측정에 대하여 자동화 기술을 적용한다.

<특성 및 표면 검사>

로봇 CMM 암은 측정기이다. 많은 측정들이 검사의 목적으로 실시되지만, 모든 측정들이 검사의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은

아니다. 로봇 CMM 암은 각기둥의 형상이 아닌 물체의 특성 및 표면 검사에 특히 적합하다. 검사를 위한 전형적인 물체는

금속판, 플라스틱 또는 섬유와 같은 물체와 이러한 품목을 제조하는 공구이다. 물체는 예를 들면 자동차, 항공기 및 가전제

품 및 완구 산업에서 제조된다. 물체는 전형적으로 스탬핑, 절단, 굽힘 및 펀칭 공정에 의해 제조된다. 검사될 수 있는 물체

의 특성의 예는, 외측 코너, 정사각형 구멍, 직사각형 구멍, 타원형 구명, 원형 구멍, 가장자리 프로파일 및 내측 코너를 포

함한다. 많은 경우에 물체의 CAD 파일이 이용될 수 있다. 캐드 파일은 정확한 물체의 표면과 특성의 3D 위치, 방위 및 형

상을 특정한다. 물체 및 이를 제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공구는 측정되어 CAD 파일과 비교될 수 있다. 측정치는 품질 보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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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을 위하여 저장될 수 있다. 물체는 접촉 또는 비접촉 탐침(90)에 의해 측정될 수 있고, 비접촉 탐침은 물체와 접촉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CAD 파일이 존재하지 않거나 손실된 경우에는, 오히려 마스터 물체 또는 공구가 처리되어 그 후의

검사시에 이용되는 마스터 CAD 파일을 제공한다.

<제어 소프트웨어>

제어 소프트웨어(382)는 기능 및 모드와 같은 다양한 수동, 반-자동화 및 자동화 사용 방법을 포함한다. 이러한 방법들 중

일부가 이하에 개시되어 있다. 당업자라면, 제어 소프트웨어(382)에 의해 제공되는 로봇 CMM 암을 이용하기 위해 채용

가능한 많은 방법들이 있고 본 명세서에 개시된 방법은 로봇 CMM 암을 이용한 데 있어서 채용될 수 있는 방법들의 대표적

인 것이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이하의 대표적인 방법은 제어 소프트웨어(382)용으로 예시된 것이다.

연속 스캔: 제어 소프트웨어(382) 내의 동역학 모듈(391)은, 로봇 제어의 분야의 당업자에게 공지된 제어 알고리듬을 사용

하여, 프로그램(389)에 의해 필요로 하는 경로를 따라 외골격의 이동을 제어한다. 이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단계형 스캔: 제어 소프트웨어(382) 내의 동역학 모듈(391)은, 프로그램(389) 내에 지정된 위치에서 정지하면서, 프로그

램(389)에 의해 요구되는 경로를 따라 외골격의 단계형 이동을 제어한다.

천이 이동(transitioning): 천이 이동은 측정이 실시되지 않는 동안에 이루어지는 이동이고, 제어 소프트웨어(382) 내의 동

역학 모듈(391)은 스트레인 게이지를 감시하지 않으면서, 프로그램(389)에 의해 요구되는 천이 경로를 따라 외골격의 연

속 이동을 제어한다.

교육: 제어 소프트웨어(382) 내의 동역학 모듈(391)은, 작업자(11)에 의하여 직접 지정되고 펜던트(153), 헤드셋(340) 또

는 랩탑(151)을 통해 수신된 이동 명령에 작용한다.

열 감시: 제어 소프트웨어(382)는 열전대(180)를 감시하고 동역학 파라미터를 열전대 온도에 적용한다. 이는, 여러 환경

조건에서 제한치 내에서 로봇 CMM 암의 온도를 유지시키면서 듀티(duty) 사이클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장

점이 있다.

스트레인 감시: 제어 소프트웨어(382)는 스트레인 게이지(181)를 감시하여 연속 스캔 모드에서의 과도한 스트레인 값을

검사한다.

충돌 감시: 제어 소프트웨어(382)는 그 후의 에러를 감시하고, 에러가 과도해지면 비상 정지를 적용하고 랩탑(151) 내의

확성기 또는 헤드셋(340)을 통해 나오는 에러 메시지를 발하게 된다.

영점 조정(zeroing) 좌표계: 제어 소프트웨어(382)는, 접촉-트리거 탐침(92)으로 기준 볼(367)을 측정하여 기준 볼의 중

심을 찾아내고 이 중심을 로봇 CMM 암 좌표계(363)의 영점으로 사용함으로써, 로봇 CMM 암 좌표계(363)를 영점 조정한

다.

물체의 기준 설정: 제어 소프트웨어(382)는 기준 설정을 통하여 로봇 CMM 암 좌표계(363)의 기준을 물체 좌표계(361)로

설정한다. 제어 소프트웨어(382)가 물체(9) 상에서 기준치들을 선정할 장소를 대략 알고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기능은 자

동화된다. 작업자(11)가 물체(9) 상의 기준치들의 위치를 우선 로봇 CMM 암에 교육시켜야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기능은

반-자동화된다.

특성 위치: 제어 소프트웨어(382)는 물체 좌표계(361)에 대한 물체(9) 상의 하나 이상의 특성들의 위치를 측정한다.

치수 측정: 제어 소프트웨어(382)는 물체(9) 상의 하나 이상의 특성들의 치수를 측정한다. 당업자에게 주지되어 있는 바와

같이, 기능의 범위는 다양한 유형의 치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제공된다.

표면 측정: 제어 소프트웨어(382)는 물체(9)의 모든 표면 또는 일부 표면을 측정한다.

소프트웨어 기준 설정: 제어 소프트웨어(382)는 최소 자승 적합화 공정에 의한 물체(9)의 CAD 모델을 물체의 측정 표면

데이터의 기준으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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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러 생성: 제어 소프트웨어(382)는 물체(9)의 여러 표면 측정 데이터를 물체의 CAD 모델과 비교하여 각각의 에러와 에러

맵을 생성한다.

보고서 생성: 제어 소프트웨어(382)는 물체(9)의 여러 표면 측정 데이터와 물체의 CAD 모델의 차이에 관한 보고서 및/또

는 합격/불합격 데이터를 자동적으로 생성한다.

통계적 경향: 제어 소프트웨어(382)는, 물체 좌표계(361)에 대한 물체(9) 상의 하나 이상의 특성의 위치, 물체 상의 하나

이상의 특성의 치수 및 물체의 표면의 측정 데이터와 물체의 CAD 모델의 차이에 관한 통계적 경향 정보를 해석한다.

<로봇 CMM 암 측정 방법>

도 52를 참조하면, 제1 단계(431)에서, 제어 PCB(172)는 적어도 하나의 모터(176)가 토크를 출력하도록 하는 증폭기

(175)에 신호를 출력한다. 단계(432)에서, 모터의 구동은 적어도 하나의 외골격 세그먼트(42-48)에 토크를 발생시킨다.

단계(434)에서, 적어도 하나의 전동 수단(72-78)은 적어도 하나의 CMM 세그먼트(32-38)에 CMM 세그먼트(32-38)의

무게 중심의 근방의 위치에 힘을 가한다. 단계(435)에서, 탐침(90)은 데이터를 측정한다. 단계(436)에서, 제어 PCB(172)

는 조인트 PCB(173)로부터 인코더 데이터를 수신하다. 단계(437)에서, 제어 PCB(172)는 탐침(90)으로부터 측정 데이터

를 수신한다. 동기화 로봇 CMM 암 측정 방법에 있어서, 추가 단계에서, 탐침(90)은 동기화 신호를 전송한다. 시간-기록화

된(time-stamped) 로봇 CMM 암 측정 방법에 있어서, 탐침 측정과 위치는 시간-기록화된다.

<로봇 CMM 암 장점>

본 발명의 목적은, 개시된 로봇 CMM 암이 대등한 수동 CMM 암보다 긴 길이(reach)를 갖고 더욱 정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선, 로봇 CMM 암은, 로봇 CMM 암을 처리할 수 없는 작업자에 의해 지지되는 것이 아니라 외골격에 의해 지지

되기 때문에, 2m보다 긴 길이를 가질 수 있다. 두 번째로, 외골격은 외골격에 가해지는 힘이 최소화되도록 내측 CMM 암을

최적 위치에서 지지한다. 세 번째로, 내측 CMM 암은, 해상도와 정확도가 향상되고 작업자가 사용하기에 익숙하지 않을 수

도 있는 더욱 큰 직경의 인코더를 사용한다. 이러한 세 가지 사항들의 조합에 의하여, 로봇 CMM 암은 수동 CMM 암보다

길이가 길어지고 정확도가 향상된다. 이는, 향상된 정확도로 장기간 조업하기 위한 고객으로부터의 요구에 따라, 로봇

CMM 암이 수동 CMM 암보다도 소유자에게 더 많은 유용성을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발명의 특징은 종래의 로봇에 비하여 중량이 작다는 점이다. 전형적인 중량은, 암의 길이에 따라 5kg부터 35kg까지 변

한다. 이는, 보다 소형의 중간 크기의 로봇 CMM 암이 휴대하기에 충분히 가볍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제1 실시예의

휴대 가능한 로봇 CMM 암은 단일 컴팩트 유닛을 포함하고, 바퀴가 달린 단일 케이스 내에 수납되어 한 사람에 의해 운반

될 수가 있다. 스탠드(stand)가 사용될 수 있고, 이는 로봇 CMM 암이 로봇과 같이 바닥에 볼트로 고정될 필요가 없다는 것

을 의미하고, 로봇 CMM 암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신속하게 이동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응용성>

로봇 CMM 암은, 융통성이 있는 CMM 암의 정확도의 이점과 로봇의 자동화의 이점을 결합한다. 이는 다수의 중(mid)-정

확도 측정 작업을 실시하기 위한 바람직한 수단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그러한 측정 작업을 위한 종래의 해결책은 정확도,

융통성 및 자동화 중 하나 이상에 단점이 있었다. 이러한 본 발명의 로봇 CMM 암은 자동화되고 정확하다. 이는 자동차 산

업의 측정에 대한 요건에 부합된다. 또한 경량이고 제조 비용이 비교적 저가이다. 로봇 CMM 암에 의한 자동화 측정은, 작

업자에 의해 가해지는 힘과 토크에 의하여 측정이 부정확해지는 문제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수동 CMM 암의 수동 작업

보다 더욱 신뢰성 있게 실시된다. 생산 라인에서 로봇 CMM 암은, 특히 2교대 또는 3교대 형태로 조업될 때에 작업자가 수

동 CMM 암을 수동으로 작동하는 경우에 비하여 작동 비용이 저렴하다. 본 발명은, 종래의 CNC CMM의 일반적인 목적의

유용성과 유사한 다수의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목적의 측정 수단으로서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가지 포괄적인 측정 분야로서 리버스 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과 검사가 있다. 본 발명의 로봇 CMM 암은 두 분

야 모두에 적용 가능하지만,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정규적인 검사에 비하여 비교적 드물기 때문에, 검사 분야에서 더욱 응

용될 수 있다. 아래의 적용 분야는 본 발명의 유용성의 예로서 열거된 것이다. 본 발명은 아래에 열거된 적용 분야에 한정

되는 것은 아니다.

(검사 적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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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문에서의 간극 및 플러시(flush) 측정

- 치수 공차의 검증

- 하상(riverbed) 분석

- VR 모사

- 툴링 검사

- 생산 개시 이전의 설계

- 발포체의 개발

- 생산 라인에서의 차량 본체 검사

- 좌석 생산 라인에서의 좌석 검사

- 원위치의 차량 내부

- 원위치 및 분리된 엔진 부재

- 터빈 날개

- 하우징과 엔진 커버

- 가스 탱크 검사

- 글라스 품질 분석

- 내부 장식

- 차량의 시작품 조립체; 검증 파넬이 수동으로 정확한 위치에 배치된다.

- 프레스 다이

- 교량 지지체 조사

- 금속판 부재: 특성

- 금속판 부재: 표면 형상

- 외측 파이프 부식 측정 및 파이프 두께 측정

(리버스 엔지니어링)

- 도면이 분실된 군수용 예비 부품

- 자동차 설계용 점토 제작 모델

- 산업 설계 모델

- 표면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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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방송/컴퓨터 게임 만화용 등장인물 모델 또는 소품

- 보관, 연구, 개축 및 보존하기 위한 대형 조각, 조상 및 인공물과 같은 고가의 예술품

- 신속한 시제품 제작

- 수동으로 측정하기에는 시간이 소용되고 곤란한 세밀한 물체

의학

- 유방 재건술

- 신경 외과 수술

- 방사선 요법

- 로봇 수술

기타

- 촉각 완구

- 연구

- 교육

몇몇 로봇 CMM 암들의 셀(cell)은 자동차 라인에서의 정적 광학 탐침의 종래의 강성 구조체에 비하여 우수한 장치이다.

로봇 CMM 암들은, 라인을 따라 이동하는 여러 차량 모델들에 대하여 동적으로 재프로그래밍하기 위한 융통성이 크다. 하

나의 개별적인 물체의 광학 스캔에 있어서는, 로봇 CMM 암은 작업자가 힘든 수작업 노력을 할 필요성을 제거하고 내측

CMM 암에 가해지는 하중을 최소화함으로써 치수 정확도를 최대화한다.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물체들을 포함하는 적

용 분야에 있어서는, 작업자가 수동 CMM 암으로 물체를 측정할 수 있도록 통상적으로 받침대가 제작되며, 작업자는 안전

하지 못하고 척추 변형을 유발할 수 있는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한다. 본 발명의 로봇 CMM 암을 적용한다는 것은, 손에

쥐는 제어 파넬을 이용하여 측정을 수동으로 제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받침대를 제작할 필요가 없고 작업자가 측

정을 위하여 부자연스럽고 안전하지 못하고 건강에 해로운 자세를 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2 실시예]

<산업용 로봇 CMM 암(Industrial Robot CMM Arm)>

제2 실시예에서, 정확한 로봇의 움직임을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용 로봇 CMM 암이 공개되었다. 제2 실시예에서, 통상 기

부 세그먼트1(base segment1)과 통상 탐침 세그먼트8(probe segment8)을 가지는 7축(seven-axis) 산업용 로봇 CMM

암이 제공된다. 통상 탐침 세그먼트는 무거운 탐침 또는 공구를 운반할 수 있고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동안 상당한

힘을 받는다. 산업용 로봇 CMM 암은 현존하는 산업용 로봇들보다 나은 반복 정밀도(repeatability)를 가질 뿐만 아니라

대략 10배 정도 더 정확하다. 도 53에 의하면, 산업용 로봇 CMM 암(450)은 CMM 세그먼트1(31), 전동 수단1(71), 로봇

외골격 세그먼트1(41)으로 구성된 통상 기부(4)를 가진다. 산업용 로봇 CMM 암(450)은 또한 CMM 세그먼트8(38), 전동

수단8(78), 외골격 세그먼트8(48)으로 구성된 통상 탐침 세그먼트8(451)을 가진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견고한 전동 수단

8(78)을 제공한다. 산업용 로봇 CMM 암(450)의 CMM 세그먼트들(2-7, 32-37)은 전동 수단2-7(72-77)에 의해서 외골

격 세그먼트들2-7(42-47)에 연결되어 있다. 전동 수단(2-7, 72-77)들은 바람직하게는 제1 실시예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견고하지 않다. 제1 실시예의 휴대용 로봇 CMM 암(1)과 제2 실시예의 산업용 로봇 CMM 암(450) 사이에 가장 중요한 차

이점은 휴대용 로봇 CMM 암(1)의 전동 수단8(78)은 견고하지 않으나, 산업용 로봇 CMM 암(450)의 전동 수단8(78)은 견

고하다는 것이다. 도 54에 의하면, 제2 실시예의 또 다른 실시예에서, 산업용 로봇 CMM 암(450)은 두 탐침들(90, 91)을

가진다. 6축/ 7축 하이브리드(hybrid) 구조(format)에서 6개의 회전축들(axes of rotation)을 이용하기 위해 위치하는 탐

침(90)과 7개의 회전축을 이용하기 위해 위치하는 탐침(91)이 제공된다. CMM 세그먼트7, 8(37, 38)은 내부에 조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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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t)를 가지지 않는 견고한 장치(unit)이다. 탐침(90)은 솔리드(solid) 탐침 또는 접촉 트리거(touch trigger) 탐침처럼

축의 방향으로 대칭인 탐침이고 이것의 측정 작동(measuring action)은 대략 그 행동의 반경 방향과 독립적이다. 탐침(90)

을 사용가능하게 하는 수단, 그것이 축 방향의 조인트이기 전에는 마지막 조인트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탐침(90)은 산업

용 로봇 CMM 암(450)의 탐침과 기부 단부(2) 사이에 6개의 CMM 조인트1-6(51-56)을 가진다. 광학식 탐침(91)(optical

probe)은 외골격 조인트7(67)이후에 외골격 세그먼트8(48)에 견고하게 연결된다. 광학식 탐침(91)은 바람직하게는 스트

라이프 탐침(97)(stripe probe)이다. 탐침의 측정 작동은 암에 대한 상대적인 방위(orientation)와 반경 방향의 움직임에

의존한다. 탐침(91)을 쉽게 사용가능하게 하는 수단, 그것이 축 방향의 조인트이기 전에는 마지막 조인트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광학 탐침(91)은 탐침과 기부 단부(2) 사이에 7개의 조인트1-7(61-67)을 가진다. CMM 세그먼트7 및 8과 외골격

세그먼트8(48) 사이의 외골격 베어링(452)(bearing)이 축방향 회전(axial rotation)을 가능하게 한다. 한 개의 CMM 세그

먼트7, 8(37, 38)의 중심선(453)(centre line) 주변의 7번째 축 위에서 회전하는 외골격 세그먼트8(48)에 설치된 탐침(91)

이 모터(176)에 의해 구동된다. 견고한 전동 수단(78)으로서 행동하는 외골격 베어링(452)은 중심선(453)을 따라 축 방향

으로 힘을 전달하고, 중심선(453)에 직각으로 반경 방향 힘을 전달하며 어느 비회전 방향으로 베어링을 횡단하여 토크를

전달한다.

이 분야의 전문가에 의해 이해되는 바와 같이, 이 산업용 로봇 CMM 암(450)의 제2 실시예는 위에서 언급한 제2 실시예를

제외한 다양한 형태로 제공될 수 있으며, 그들 모두 본 발명과 동일한 기술 효과를 가지며 본 산업용 로봇 CMM 암의 제2

실시예의 범위는 위에서 공개한 실시예들에만 제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제2 실시예는 도 1a의 그것과 유사한 6축 구조

이나 통상 탐침 세그먼트8을 가지는 것으로 제공될 수 있다. 도 54의 실시예에서, 이 제2 실시예는 도 1a의 그것과 유사한

5축/ 6축 하이브리드 구조이나 외골격 베어링(452)을 가진 것으로 제공될 수 있다.

<견고성 및 재료(Robustness and Materials)>

산업용 로봇 CMM 암(450)의 외골격(6)은 딱딱하고, 강하고, 튼튼하다. 높은 가속도에 적합하고 높은 반복 정밀도에 위치

하도록 만들어졌다. 때때로, 차량 생산 라인과 같은 복잡한 환경에서, 산업용 로봇은 우발적으로 차량 몸체들(bodies)과 충

돌한다. 산업용 로봇은 차량 몸체는 손상을 입더라도 이러한 충돌들에서 살아남도록 제조된다. 산업용 로봇 CMM 암(450)

의 외골격(6)은 차량 생산 라인에서 차량과 충돌하더라도 교환이나 상당한 수선이 없이도 살아남을 수 있다. 산업용 로봇

CMM 암(450)의 외골격(6)에 사용되는 재료는 차량 생산 라인에서의 산업용 로봇에 사용되는 재료와 유사하다. 알루미늄

주조(aluminium castings)가 대부분의 부분들에 사용된다. 휴대용 로봇 CMM 암(1)과 비교할 때 산업용 로봇 CMM 암

(450)의 구동 시스템은 훨씬 강력하여 외골격(6)의 더 많은 질량을 구동할 수 있고 적용에서 요구되는 더 높은 가속도로

수행할 수 있다. 산업용 로봇 CMM 암(450)의 내부 CMM 암(5)은 휴대용 로봇 CMM 암(1)의 내부 CMM 암(5)과 유사한

방법으로 제조된다.

(열환경(thermal environment))

가동되는 순간부터 그리고 다양한 범위의 정적 그리고 동적 열상태(thermal conditions)에서 산업용 로봇 CMM 암(45)이

정확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제2 실시예의 목표이다. 산업용 로봇 CMM 암(45)은 생산 환경에 배치될 것이다. 그

러한 작업 환경의 온도는 비록 조금 제어된다고 할지라도, 정밀하게 제어되지 않는다. 온도는 총량으로 섭씨 15도 넘게 변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당 섭씨 5도의 가파른 온도 구배(gradient)로 변할 수 있다. 게다가, 산업용 로봇 CMM 암

(450)의 구동 시스템이 상당한 열을 발생시킨다. 산업용 로봇 CMM 암(450)이 예열되어 열적 안정(thermal stability)에

이르기 위해서는 대략 한 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도 13에 의하면, 공기(192)의 유량은 휴대용 로봇 CMM 암(1)의 공기 유

량보다 훨씬 많을 것이며, 필터(191)는 더 많은 공기(192) 유량을 받아들이고 작업 환경의 더러운 공기(192)를 더 잘 깨끗

하게 할 수 있도록 더 큰 필터일 것이다. 개개의 실시예에서, 공기(192)는 내부적으로 재순환될 수 있으며 공기를 식히게

하기 위하여 결합한 열교환기(heat exchanger)와 냉각 장치(cooling unit)가 기부(base)에 제공되고, 이것은 외골격(6)과

내부 CMM 암(5) 사이의 공간에 먼지가 들어가는 것을 방지한다. 공기(192) 순환은 예열 사이클(warming up cycle)과 그

리고 연속 작동 동안 내부 CMM 암(5)(Internal CMM Arm)에서의 열점들(heat spots)을 제거한다. 따라서 산업용 로봇

CMM 암(450)의 내부 CMM 암(5)은 이런 열환경에서 그것의 정밀도(accurcy)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은 전형적인 작업

환경에서 관찰되는, 가동되는 순간부터 가열 사이클을 통하여, 작거나 무거운 부담 사이클과 정적 동적 열환경에서 산업용

로봇 CMM 암(450)이 높은 정밀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적용(Application)>

본 발명의 배경기술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산업용 로봇은 반복가능하나 정밀하지 않았고, 이는 산업용 로봇이 정밀하지

않음으로 현재 제공되지 못하는 많은 잠재적인 적용들(applications)이 있음을 의미한다. 산업용 로봇 CMM 암(450)은 수

많은 적용들의 요구들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하도록 정밀하고, 반복가능하고, 견고하다. 산업용 로봇 CMM 암(450)이 탐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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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과 공구(98) 둘 다를 통상 탐침 세그먼트8(451)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제2 실시예의 또 다른 목표이다. 이것은 사이

클 동안에 공구(98)를 사용하여 일을 수행하고 탐침(90)을 사용하여 측정을 수행하는 산업용 로봇 암(450)에 이중 사용 사

이클(dual use cycle)이 제공되는 것을 의미한다. 휴대용 로봇 CMM 암(1)이 외골격(6)에 설치된 공구(98)와 내부 CMM

암(5)에 설치된 탐침(90)을 가질수 있다는 것이 제1 실시예의 또 다른 목표이다. 이것은 공구(98)를 사용하여 일을 수행하

고 탐침(90)을 사용하여 측정하는 휴대용 로봇 CMM 암(1)에 이중 사용 사이클이 제공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작업 장소

(workstation)에서, 로봇 CMM 암이 일을 수행하고 상기 일의 결과를 측정하는 두 가지 모두를 하거나, 또는 한 장소에서

일을 수행하고 다른 장소에서 측정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공구(98)를 가지고 일을 수행하는 로봇의 정밀도

가 과거의 정밀도와 비교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가함을 의미한다. 산업용 로봇 CMM 암(450)의 외골격(6)은 적용에서 요구

되는 공구들을 조작하기에 충분히 강력하다. 그것은 높은 반복정밀도를 가지면서 딱딱하다. 상당한 가속도를 가능하게 하

는 강력한 구동 시스템을 가진다. 본 발명은 현재 산업용 로봇의 범주들과 유사한 설계 사양(specification)을 가지나, 본

발명으로 인해 산업용 로봇 CMM 암(450)은 산업용 로봇과 비교하여 10배 내지 100배가 더 정밀하다. 산업용 로봇 CMM

암(450)의 내부 CMM 암(5)은 제1 실시예의 그것과 유사하나, 외골격(6)과 내부 CMM 암(7)사이의 전동 수단(10)을 통하

여 더 큰 가속도를 유지시킬 수 있다.

(글로벌 좌표 시스템(Global Coordinate system))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산업용 로봇 CMM 암들(450)이 협동하여 통상 물체(9)에 작업하는 경우에, 로봇 CMM 암 좌표 시스

템들(363)에 글로벌 좌표 시스템을 참조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유용하다. 이러한 글로벌 좌표 시스템을 제공하는 한

가지 수단은 글로벌 좌표 시스템 인공물(Global coordinate system artefact)을 제공하는 것이다. 도 55에 의하면, 4 개의

산업용 로봇 CMM 암들(450)이 생산 라인(455)의 셀(454)(cell)안에 위치한다. 견고한 인공 구조물(rigid artefact

structure) 위의 글로벌 좌표 시스템(461)에 대한 글로벌 좌표 시스템 기준점(reference point)을 가지는 3 측정구들

(459) 중 2 세트들로 구성되는 글로벌 좌표 시스템 인공물(456)이 제공된다. 개별 산업용 로봇 암들(450)의 도달 거리

(457)(reach)와 위치가 이러하여 개별 산업용 로봇CMM 암들(450)이 세 개의 측정구들(459) 중 적어도 한 세트를 측정할

수 있고 따라서 로봇 CMM 암 좌표 시스템을 글로벌 좌표 시스템(461)에 참조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범위는 글로벌 좌표

시스템 인공물(456)의 공급에 의한 글로벌 좌표 시스템(461)의 조항(provision)에 제한되지 않는다. 이 분야의 전문가에

의해 이해되는 바와 같이, 글로벌 좌표 시스템(461)은 다양한 수단과 방법에 의해서 제공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레이저 추

적 장치(laser tracker)가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은 글로벌 좌표 시스템을 제공하는 어떠한 수단도 포함한다.

<방법(Methods)>

제1 실시예의 휴대용 로봇 CMM 암(1)이 측정에 가장 적합한 것에 반하여, 제2 실시예의 산업용 로봇 CMM 암(450)은 산

업 환경에서 로봇에 의해 운반되는 공구를 포함하는 정확한 로봇 작동과 측정 모두에 적합하다. 방법(methods)은 하나 또

는 그 이상의 단계들(steps)로 구성된다. 제어 소프트웨어(382)(Control Software)가 방법들(methods)을 실행한다. 일반

적인 방법들은 제2 실시예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공개된다. 예시적인 방법들은 산업용 로봇 CMM 암(450)에 대하여 로봇

CMM 암(1)이 사용가능하도록 이미 기술되었다. 다음 추가적인 예시 방법들이 산업용 로봇 암(45)을 사용하도록 제어 소

프트웨어(382)에서 제공된다,

자료 참조(Datum referencing a feature), 제어 소프트웨어(382)는 산업용 로봇 CMM 암 좌표 시스템(363)을 물체 특성

좌표 시스템(362)의 특성에 참조한다.

전체 기준 참조(Global referencing), 글로벌 좌표 시스템(461)에 대한 산업용 로봇 CMM 암 좌표 시스템(363).

탐침 참조(Probe referencing), 제어 소프트웨어(382)는 산업용 로봇 CMM 암 좌표 시스템(363)을 탐침(90)의 측정하는

탐침 좌표 시스템(364)에 대해 참조한다.

자동 공구 교환(Automatic tool change), 제어 소프트웨어(382)는 산업용 로봇 CMM 암(450)위의 공구(98)에 대하여 자

동 공구 교환을 조직한다, 이것은 자동 공구 교환 시스템에 산업용 로봇 CMM 암(450)이 갖추어져 있을 때 사용된다.

공구 참조(Tool referencing), 제어 소프트웨어(382)는 산업용 로봇 CMM 암 좌표 시스템(363)을 공구(98)의 공구 좌표

시스템(364)에 대하여 참조한다, 이것은 예를 들어 공구가 교환된 후에 사용된다.

처리(Processing), 제어 소프트웨어(382)는 공구(98)를 사용하여 물체(9)에 대하여 처리를 수행한다.

공구 위치 오프셋 조정(Adjusting tool offsets), 제어 소프트웨어(382)가 공구(98)의 공구 좌표 시스템(364)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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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Handling), 산업용 로봇 CMM 암 위치로 운반되는 물체와 그곳으로부터 운반되는 물체, 물체들을 다루는 많은 수단

들이 있으며 다음을 포함하지만 그것들에만 제한되지는 않는다, 작업 라인에 의한 운반, 팰릿(pallets) 위에 있는 동안 콘

베이어(conveyor)에 의한 운반, 작동자에 의한 수동 운반.

설치(Mounting), 산업용 로봇 CMM 암의 다른 작동들을 겪기 전에 물체들이 설치될 수 있다, 설치는 반복가능

(repeatable)하거나 또는 반복불가(non-repeatable) 할 수 있다, 설치는 물체의 움직임 없이 작동 힘을 견디는 견고한 것

이거나 또는 광학 조사를 위해 단순히 정지된 것일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산업용 로봇 CMM 암은 움직임에 상당한 유연성

을 가지며 물체는 남은 작동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기 위하여 한 장소에 설치되는 것이 필요하다, 물체들을 설치하는 다

음과 같은 많은 수단이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표면에 반복불가하게 물체를 놓는 것, 팰릿에 물체를 잠그고 그 장

소에서 팰릿 잠금(pallet-locking), 작업 라인에 물체가 설치됨, 고정 장치(fixture)에 물체가 설치됨.

(특성 검사 방법(Feature Inspecting method))

도 56에 의하면, 제1 단계(470)에서, 물체(9)이 한 장소에 도착하고 산업용 로봇 CMM 암(450)의 도달 거리 안에 설치된

다. 단계(471)에서, 산업용 로봇 CMM 암 좌표 시스템(363)은 물체 좌표 시스템(361)에 대하여 참조된다. 만일 물체(9)이

산업용 로봇 CMM 암에 대하여 알려진 장소와 방향에 있는 정밀한 고정물에 설치된다면, 이 단계는 필요하지 않다. 단계

(472)에서, 산업용 로봇 CMM 암(40)에 있는 탐침(90)은 측정 프로그램(389)에 따라 물체(9)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성

들(365)을 검사한다. 단계(473)에서, 개별 특성(365)의 위치 및/또는 크기는 단계(472)동안 수집된 측정 데이터(data)로

부터 계산된다. 단계(474)에서, 일반적으로 컴퓨터 지원 설계(CAD) 모델 형태와 검사 프로그램의 형태로 개별 특성(365)

의 위치와 크기들은 개별 특성(365)의 설계 위치와 크기에 비교되고 허용 오차(tolerances)에 비교된다. 만일 단계(471)

의 참조 과정이 물체(9) 특성을 측정하는 것을 포함한다면, 단계(471)는 이 단계의 일부로서 동시에 수행될 수 있다. 단계

(475)에서, 측정 결과가 출력된다. 단계(476)에서, 물체(9)이 그 장소를 떠난다.

(표면 검사 방법(Surface Inspection method))

도 57에 의하면, 제1 단계(480)에서, 물체(9)이 장소에 도착하고 산업용 로봇 CMM 암(450)의 도달거리 사이에 설치된다.

단계(481)에서, 산업용 로봇 CMM 암 좌표 시스템(363)이 물체 좌표 시스템에 참조된다. 단계(482)에서, 산업용 로봇

CMM 암(450)의 탐침(90)이 측정 프로그램(389)에 따라 물체의 표면을 측정한다. 단계(483)에서, 단계(482) 동안에 수집

된 물체(9)의 표면 측정 데이터(surface measurement data)가 예비적으로 처리된다. 단계(484)에서, 예비적으로 처리된

물체(9)의 표면 측정 데이터가 설계 표면과 비교된다. 단계(485)에서, 측정 결과가 출력된다. 단계(486)에서, 물체(9)은 그

장소를 떠난다. 이 방법의 응용가능성의 예시는 크랭크축(crankshaft) 조사 셀(cell)안에 있다. 가공되지 않은 크랭크축은

크랭크축이 형성 과정 중에 오차 범위 내에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컴퓨터 지원 설계에 의하여 검사된다.

(공구 작동 방법(Tool Operation method))

도 58에 의하면, 제1 단계(490)에서, 물체(9)은 장소에 도착하고 산업용 로봇 CMM 암(450)의 도달거리 사이에 설치된다.

단계(491)에서, 산업용 로봇 CMM 암 좌표 시스템(363)은 물체 좌표 시스템에 참조된다. 단계(492)에서, 산업용 로봇

CMM 암(450)의 공구(98)는 로봇 프로그램(389)에 따라 물체에 작동을 수행한다. 산업용 로봇 CMM 암(450)은 공구 좌표

시스템(364)과 산업용 로봇 CMM 암 좌표 시스템(363)간의 알려진 변환을 이용하여 작동을 수행한다. 단계(493)에서 물

체(9)은 그 장소를 떠난다.

(작동 검사와 공구 조정 방법)

이 방법은 적어도 하나의 공구(98)와 하나의 탐침(90)이 산업용 로봇 CMM 암(450)에 설치되는 것을 필요로 한다. 도 59A

에 의하면, 제1 단계(500)에서, 물체(9)은 한 장소에 도달하고 산업용 로봇 CMM 암(450)의 도달거리 사이에 설치된다. 단

계(501)에서, 산업용 로봇 CMM 암 좌표 시스템(363)은 물체 좌표 시스템(361)에 참조된다. 단계(502)에서, 산업용 로봇

CMM 암(450)의 도구(98)는 로봇 프로그램(389)에 따라 물체(9)에 대하여 작동을 수행한다. 단계(503)에서, 산업용 로봇

CMM 암(450)의 탐침(90)은 측정 프로그램(389)에 따라서 물체(9) 및/또는 물체(9) 표면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처리된

특성들(365)을 측정한다. 단계(504)에서, 개별 처리된 특성(365)의 장소 및/또는 크기가 계산되고/또는 표면 예비적 처리

가 단계(503) 동안에 수집된 측정데이터로부터 발생한다. 단계(505)에서, 개별 처리된 특성(365) 및/또는 표면의 위치와

크기가 개별 처리된 특성(365)의 설계 위치와 크기에 비교되며 그것들의 허용 오차에 비교된다. 단계(506)에서, 공구 조정

은 단계(505)의 결과들로부터 계산되고 공구 좌표 시스템(364)을 조정하기 위해 조정된다. 공구 좌표 시스템(364)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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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오류의 어떠한 드리프트(drift)도 식별하고 정량화하기 위하여 동일한 작동의 통계적으로 중요한 숫자에 기반을 둔 통계

경향 기초(statistical trend basis)에서 수행될 수 있다. 단계(507)에서, 측정 결과가 출력된다. 단계(508)에서, 물체(9)은

그 장소를 떠난다. 이 방법은 세 가지 예시적인 양식(modes)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이 세 가지 양식에 제한되지는 않는다,

- 검사만 하는 양식(단계 506을 생략한다)

- 공구 조정만 하는 양식(단계 507을 생략한다)

- 공구 조정 검사(단계 500 내지 508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산업용 로봇 CMM 암(450)을 사용하여 현재 이룰 수 있는 것보다 더 높은 정확도로 측정하고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다양

한 방법이 존재하고 여기서 공개된 것은 현재 이룰 수 있는 것보다 더 높은 정확도로 측정하고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의 예시라는 것이, 이 분야의 전문가에 의해 이해될 것이다.

<생산 라인(Production line)>

측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용 로봇 CMM 암(450)은 생산 라인의 적합한 장소에 단일 장치로서 설치될 수 있거나,

한 셀 또는 몇 개의 셀 안에서 다수의 산업용 로봇 CMM 암들(450)이 함께 설치될 수 있다. 한 예는 자동차 생산 라인이다.

일반적으로, 생산 라인의 자동차들은 알려진 일정한 비율로 움직이지만, 움직이는 물체가 측정될 때에는 정확도가 떨어진

다. 따라서 측정 사이클 동안에는 차가 정지하는 셀을 제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셀은 생산 라인 근처에 위치할 수

도 있고 만들어지는 물체의 비율로 견본을 뽑을 수도 있다. 전형적인 생산 라인 측정 적용들(applications)은 다음을 포함

한다, 흰색 바디(body-in-white), 모터 구획(motor compartment), 후면 구획(rear compartment), 밑부분과 패널 고정

(panel fixing). 검사되는 전형적인 특성들은 다음과 같다, 가장자리(edge)와 표면 위치(surface location), 구멍 위치

(hole location), 슬롯 위치(slot location), 틈과 수평 측정(gap and flush measurements). 표면 모양(surface shape) 또

한 측정된다. 생산 라인은 생산 라인의 셀에서 작동 사이클을 시작하게 하는 생산 라인 제어 시스템을 전형적으로 가진다.

셀안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생산 로봇 CMM 암들(450)이 이 분야의 전문가에게 알려진 방법에 의하여 생산 라인 제어 시

스템에 연결될 수 있다. 산업용 로봇 CMM 암(450)의 콘트롤 인쇄 회로 기판(Control PCB) 신호와 정보를 받아서 신호와

정보를 되돌려 줄 수 있다. 생산 라인 제어 시스템으로부터 산업용 로봇 CMM 암(450)까지 신호와 정보는 전형적으로 다

음의 예를 포함한다, 시작 사이클(start cycle), 비상 정지 사이클(emergency stop cycle), 프로그램 숫자 XXX(program

number XXX) 사용, 프로그램 XXX 그 자체, 측정을 되돌려주는 YYY(return measurements YYY), 제어 매개 변수

(control parameter), 상태 요청(status request). 산업용 로봇 CMM 암(450)로부터 생산 라인 제어 시스템으로의 신호와

정보는 전형적으로 예로서 다음을 포함한다, 상태 보고(status report), 측정, 측정 보고, 피드백 제어 매개 변수(feedback

control parameters). 산업용 로봇 CMM 암(450)은 생산 라인의 비상 정지 회로에 일반적으로 배선 접속(hard-wired)될

것이다. 산업용 로봇 CMM 암(450)로부터의 측정과 피드백 제어 매개 변수는 생산 라인의 하류 부분(downstream)에서

다른 과정들을 제어하기 위한 또는 순응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포워드 데이터(forward data)를 제공하는데 사용될 수 있

다. 유연한 생산 라인에서 측정의 요구는 보통은 2미터를 초과하고 때때로 3미터를 초과하는 도달범위를 산업용 로봇

CMM 암(450)이 가질 것을 요구한다. 측정되는 위치에 접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산업용 로봇 CMM 암(450)이

적어도 6개의 축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능한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산업용 로봇 CMM 암(450)이 위치들 사이를 가

속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업용 로봇 CMM 암(450)은 유연성(flexibility)을 가지고 민첩함(agility)을 가지며 바닥

에 상대적으로 작은 공간을 차지한다. 따라서 산업용 로봇 CMM 암(450)은 생산 요소들(product elements)과 나란히 및/

또는 중간에 생산 라인의 작동 셀 사이에서 설치된다. 로봇 CMM 암과 다른 물품들(items) 간에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이는 산업용 로봇 CMM 암(450)이 생산 라인에 따른 대부분의 위치에 넣어질 수 있고 생산 라인의 측정

전용 셀(dedicated measurement cells)처럼 귀중한 공간을 다 써버리지도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용 로봇 CMM

암(450)은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측정하고 용접 로봇(welding robots)과 같은 작동 요소의 상류 부분(upstream)에 위치

할 수 있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작동 요소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산업용 로봇 CMM 암(450)로부터 피드백 데이터를 받

을 수 있고 따라서 좀더 정확한 작동을 수행하며 이는 판금 물품(sheet metal item)과 같은 물체의 상호 측정된 위치에 적

합하다. 이는 더 빠르고, 낫거나 가격이 싸지만 더 높은 정확도를 요구하는 더 효율적인 과정이 생산 라인에 배치될 수 있

음을 의미한다.

<구성 부재 조정 방법(Component adjustment method)>

산업용 로봇 CMM 암들(450)은 원형 생산 과정(prototype product process)에 특히 적합한데 전형적으로 자동차 새 모델

의 200 내지 250개의 원형들이 만들어진다. 작업 셀에서의 산업용 로봇 CMM 암(450)에 의한 통합된 높은 정밀 측정

(integrated high accuracy measurement)의 적용성(availability) 때문에 원형 공구에 접근(approach)을 변경하는 것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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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현존 접근의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어, 용접 또는 결합 전에 판금 구성 부재의 위치의 오

류(error)를 피드백함으로써, 판금 구성 부재가 정확한 위치로 될 때까지 수동으로나 자동으로 조정될 수 있다. 이것은 로

봇 CMM 암 발명이 더 간단한 공구가 사용되게 함으로써 정밀한 원형 생산 공구에 있어서 많은 자본을 절약하게 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구성 부재 조정 방법이 공개된다. 도 59B에 의하면, 제1 단계(510)에서, 이동할 수 있는 제1 구성

부재가 제2 구성 부재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작업자에 의해 수동으로 위치된다. 단계(511)에서, 산업용 로봇 CMM 암(450)

이 제1 구성 부재와 제2 구성 부재의 위치와 방향에 대한 측정 데이터를 입력한다. 단계(512)에서, 제2 구성 부재로부터의

측정 데이터는 제2 구성 부재의 컴퓨터 지원 설계 모델에 등록된다(registered). 단계(513)에서, 제1 구성 부재로부터의

측정 데이터는 제1 구성 부재의 컴퓨터 지원 설계 모델에 비교되며, 제1 구성 부재의 컴퓨터 지원 설계는 제2 구성 부재의

컴퓨터 지원 설계 모델과 동일한 좌표 시스템을 가지며 제1 구성 부재의 컴퓨터 지원 설계는 제2 구성 부재의 컴퓨터 지원

설계 모델에 상대적인 이상적 설계 위치에 위치된다. 단계(514)에서, 제1 구성 부재의 이상적 컴퓨터 지원 설계 위치와 방

향으로부터 실제 위치와 방향의 오류가 계산되고 작업자에 의해 행동이 취해지도록 유용한 정보가 제공된다. 단계(515)에

서, 수동 작업자는 표시된 오류를 이용하여 위치 및/또는 방향을 수동으로 더욱 조정하고 제1 단계로 갈지 아니면 제1 구

성 부재가 제대로 위치하였으므로 멈출지를 결정한다. 단계(516)에서, 수동 작업자는 표시된 오류를 이용하여 수동으로

제1 구성 부재의 위치 및/또는 방향을 조정하며, 이 7번째 단계에 뒤이어 이 방법의 제2 단계로 간다. 이 분야의 전문가에

의해 이해되는 바와 같이, 산업용 로봇 CMM 암(450)을 사용하여 현재 이용가능한 것보다 훨씬 정확하게 제2 구성 부재에

대한 제1 구성 부재의 위치(positioning)를 도와주는 다양한 수동과 자동의 방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따라서 여기서 공개

된 방법들은 예시적인 것이다. 다른 실시예에서, 단계 510, 515와 516은 전체 구성 부재 조정 과정이 자동화된 것처럼 자

동화될 수 있다.

(차체 수리 방법(Body repair method))

산업용 로봇 CMM 암들(450)은 자동차 차체가 뒤틀린 경우에 자동차 차체를 수리하는 과정에 적합하다. 산업용 로봇

CMM 암들(450)은 자동차 차체가 얼마나 뒤틀렸는지 정량화하고 구성 부재의 교체가 필요한지 결정하고 단계 511 내지

514에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 진단 작동(diagnosis operation)에서 가장 먼저 배치된다. 산업용 로봇 CMM 암들(450)은

늘리기(stretch),굽히기(bending)과 같은 개별 교정 과정 이후에 이상적 모양으로부터 잔존 오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다. 산업용 로봇 CMM 암들(450)은 개별 교체 과정 동안 손상된 패널(panel)을 대체하는 자동차 차체 패널과 같은 새로운

구성 부재 패널의 정확한 배열을 도와주도록 사용되며, 이것은 구성 부재 조정 방법의 모든 단계(510 내지 516)에 대응한

다. 진단 작동, 교정 과정(corrective process)과 교환 과정(replacement process)은 구성 부재 조정 방법의 적용의 특정

한 예시들이다. 본 발명의 범위는 자동차 차체 수리에 한정되지 않으며 어떠한 복잡한 모양의 물체의 수리에도 적용가능하

다. 본 발명은 하나의 구성 부재 또는 하나 이상의 구성 부재로 만들어진 물체들을 수리하는데 적용가능하다.

(처리 기계(processing machine))

다시 한번 도 7J에 의하면, 산업용 로봇 CMM 암(450)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처리 기계들(137) 또는 인접한 곳에 설치될

수 있다. 두 개 이상의 처리 기계들(137)이 생산 라인을 형성하는 경우, 물체들(9)의 측정과 합격/불합격 검사가 높은 가치

작동(high-value operations)간의 생산 라인의 가치(value) % 낭비를 줄일 수 있다. 게다가, 산업용 로봇 CMM 암(450)은

측정과 물질 취급의 이중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몇 가지 적용에서, 산업용 로봇 CMM 암(450)은 세 가지 작동들을 공급

할 수 있다, 측정 작동, 공구를 가지고 물질 처리 작동, 물질 취급 작동. 산업용 로봇 CMM 암(450)의 예시적 적용은 터빈

날개(turbine blade) 생산 라인에서이다. 산업용 로봇 CMM 암(450)에 의한 광학 측정의 빠르고 정확함은 사람에 의한 검

사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있다.

(생산 라인에 본 발명의 로봇 CMM 암을 배치한 장점)

다음의 장점들은 예로서 제공되며 본 발명인 로봇 CMM 암을 생산 라인에 배치하는 장점들은 이러한 장점들에만 제한되지

않는다.

1. 로봇 CMM 암들은 현존하는 셀(cells)에 설치될 수 있으며, 라인을 따라서 허용하는 어느 장소에서도 가능하고, 생산 라

인 공간(space)을 다 사용하는 전용 셀(dedicated cell)에 설치되지 않을 수 있다.

2. 로봇 CMM 암들은 표면을 검사할 수 있고 다음 과정으로의 포워드 데이터(forward data)를 제공할 수 있다.

3. 로봇 CMM 암들은 표면을 검사할 수 있고 과정 동안 또는 과정 후에 백 데이터(back data)를 제공할 수 있다.

4. 로봇 CMM 암들은 결합(joining)과 같은 과정들의 정확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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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로봇 CMM 암들은 제품 간의 전환시간(changeover time)을 줄이는 것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6. 로봇 CMM 암들은 과정과 공구의 표준화(standardisation)의 생산 민첩이라는 전반적인 장점들을 가지는 생산 라인에

서 통상 공구가 될 수 있다.

7. 로봇 CMM 암들은 결합 과정(joining process) 전에 좀더 정확한 장비의 설비를 제공함으로써, 사용되어 지는 좀 더 정

확한 결합 과정이 가능하게 할 수 있다.

8. 로봇 CMM 암들은 예시에 나타난 자동차 산업과 항공 산업을 포함하는 다양한 산업의 공구들과 구성 부재들의 다양한

조합에 사용되는 좀 더 정확한 방법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9. 로봇 CMM 암들은 다른 과정 전에 구성 부재의 위치를 조정하는 수동 작동자에게 실시간 피드백(feedback) 루프

(loops)를 제공할 수 있다.

10. 로봇 CMM 암들은 결합 또는 다른 조합 과정 전에 구성 부재의 위치를 자동으로 조정하기 위해 이동하는 부재

(members)에게 실시간 피드백 루프를 제공할 수 있다.

11. 로봇 CMM 암들은 생산 라인 데이터(datum)를 자동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12. 로봇 CMM 암들은 셀에서의 자동차 바디라인(bodyline) 좌표 시스템과 같은 물체 좌표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다.

13. 로봇 CMM 암들은 통상 좌표 시스템에서 서로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14. 로봇 CMM 암들은 생산 라인 제어 시스템과 통합될 수 있다.

15. 로봇 CMM 암들은 낮은 공구 투자, 증가된 과정 속도(speed), 증가된 제품 질(quality)과 증가된 과정 정확도와 같은

장점들을 제공하는 다른 공구 접근(approaches)들의 배치를 가능하게 한다.

16. 로봇 CMM 암들은 주된 생산 라인 과정과 원형 생산 과정을 향상시킬 수 있다.

17. 로봇 CMM 암들은 자동차 패널의 경우 고정 장치들(fixtures)을 점검할 필요(need)를 제거할 수 있다.

18. 로봇 CMM 암들은 인간의 오류를 제거할 수 있다.

19. 로봇 CMM 암들은 산업용 로봇보다 제조하는데 조금 더 비싸지만, 그 추가비용보다 더 많은 가치(value)를 제공한다.

20. 로봇 CMM 암들은 좀더 덜 정확한 공구를 사용하고 두 개의 스테이션(stations)을 가지는 것과 비교하여 생산 라인의

공간을 절약하면서, 좀 더 효율적인 과정을 가능하게 하며 정확성을 증가시키게 한다.

21. 단일 로봇 CMM 암은 다음 작업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취급할 수 있다, 측정, 물질 과정, 물질 취급, 이것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는 로봇을 뛰어넘는 부가적인 효용(utility)을 제공한다.

(밀링 머신)

복잡한 형상을 연마할(mill) 수 있는 산업용 로봇 CMM 암(450)을 제공하는 것은 이 실시예의 목적이다. 표준 컴퓨터 수치

제어(standard CNC) 제어 시스템은 적은 오류를 일으키며 다음 경로를 보장하기 위해 사용된다. 가공 경로들은 표준 7축

컴퓨터 지원 설계 소프트웨어 패키지(package)에 의해 생성된다. 이 분야의 전문가에게 잘 알려진 대로, CMM 암호기

(178)(encoder)로부터의 정확한 위치 피드백이 정확한 6 자유도(DOF) 위치와 방향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되고 원하는 6

자유도 위치와 방향을 가지고 루프(loop)를 닫기 위해 사용된다. 이것은 표준 산업용 로봇보다 산업용 로봇 CMM 암(450)

이 복잡한 형상을 좀더 정확하게 연마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주된 장점은 산업용 로봇 CMM 암(450)의 가공 오류들

(machining errors)이 산업용 로봇들의 가공 오류들보다 통상적인 수준의 크기로 작을 것이라는 것이다. 연마(mill)의 경

우 산업용 로봇 CMM 암(450)을 사용하는 다른 장점은 수공으로 다듬어져야 하는 부정확하게 지나침으로 인한 거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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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ghness)이 있는 곳의 마무리 작업을 제거하였다는 것이다. 또 다른 장점은 머시닝 센터(machining centre) 또는 수평

암 CMM(horizontal arm CMM)에 의해서는 연마될 수 없는, 커다란 구형 형식과 같은 복잡한 형상들을 연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용 로봇 CMM 암(450)이 복잡한 형상의 정확한 가공을 위한 다양한 범위의 산업에서 응용 가능성

(applicability)을 찾을 것이 기대된다.

[실시예 3]

실시예 3에서는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공간 배치에서 실질적으로 감소된 힘과 모멘트가 조인트(joint) 및 내부 CMM 암

(Internal CMM Arm)(5)의 세그먼트(segments)에 작용하는 능동 지지 로봇 CMM 암(Actively Supported CMM Arm)이

개시된다.

<실시예 1의 로봇 CMM 암에 작용하는 힘과 모멘트>

로봇 CMM 암(1)의 몇몇 공간 배치에서는, 외골격(6)의 일곱 개 외골격 조인트1~7(61~67)을 통해 작동하는 일곱 개 모터

(176)들의 주어진 배열로는 이러한 부하를 줄일 충분한 제어 출력을 제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큰 부하가 내부 CMM

암(5)에 존재한다. 몇몇 공간 배치에서는 이하의 내부 CMM 암(5) 세그먼트들의 중량 전체가 조인트에 작용한다. 예를 들

어, 내부 CMM 암(5)이 수직 공간 배치에 놓여 있을 때, CMM 세그먼트2~8(32~38)의 중량의 합이 CMM 조인트1(51)을

직접 내리 누른다. 유사하게, CMM 세그먼트3~8(33~38)의 중량의 합이 CMM 조인트2(52)를 직접 내리 누르고, 암 윗 부

분의 CMM 조인트3(53) 내지 CMM 조인트7(57)도 마찬가지다. 외골격의 일곱 개 구동 시스템은 CMM 조인트의 베어링에

작용하는 이러한 부하를 보상해 주지 못한다. 축 방향 배열을 하는 CMM 조인트1, 3, 5, 7 (51, 53, 55, 57)에 있어서, 내부

CMM 암(5)이 수직 공간 배치를 하는 경우에는 축 방향 CMM 조인트의 축을 통해 이러한 CMM 조인트에 대한 부하가 가

해진다. 직교 배열을 하는 CMM 조인트2, 4, 6(52, 54, 56)에 있어서, 내부 CMM 암(5)이 수직 공간 배치를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CMM 조인트에 대한 부하는 직교 CMM 조인트의 축에 직각이다. 로봇 CMM 암(1)이 어떠한 공간 위치(location)

에 놓이더라도 로봇 CMM 암(1)이 움직이고 있건 정지하고 있건 상관없이 영이 아닌 힘과 모멘트의 네트워크가 외골격(6)

으로부터 내부 CMM 암(5)에 작용한다. 이러한 힘과 모멘트는 내부 CMM 암(5)의 조인트와 세그먼트에 변형을 가함으로

써 로봇 CMM 암(1)의 측정의 정밀도를 떨어뜨린다.

<능동 지지 로봇 CMM 암>

본 실시예 3의 능동 지지 로봇 CMM 암은 내부 CMM 암(5)에 가해지는 힘과 모멘트를 측정하기 위한 스트레인 게이지와,

내부 CMM 암(5)에 가해지는 힘과 모멘트에 대항하기 위해 능동 지지 제어 소프트웨어를 구비한 능동 전동 수단(active

transmission means)을 포함한다. 이는 능동 지지 로봇 CMM 암의 정밀도가 능동 지지 로봇 CMM 암과 동일한 리치

(reach)를 가지는 로봇 CMM 암(1)이나 산업용 로봇 CMM 암(450)의 그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능동 지

지 로봇 CMM 암은 특정 지정 정밀도로 작동할 수 있는 리치가 실시예 1의 로봇 CMM 암(1) 및 실시예 2의 산업용 로봇

CMM 암(450) 양자보다 더욱 증가한다.

도 60에서, 능동 지지 로봇 CMM 암(550)은 외골격(6) 및 내부 CMM 암(5)의 사이에 위치하는 능동 전동 수단 2~8

(562~568)을 포함한다. 상기에서 개시되고 도 41E에 도시된 바와 같이 스트레인 게이지(181)는 내부 CMM 암(5)에 부착

된다.

(능동 전동 수단)

각 능동 전동 수단 2~8(562~568)은 실시예 1에서 이미 개시된 바와 같이 전동 수단 2~8(72~78) 각각을 통하는 하나의

구동 방향과 내부 CMM 암(5)의 중량을 능동적으로 지지할 하나 이상의 능동 지지 방향을 제공한다. 각 능동 전동 수단

(562~568)은 각 CMM 세그먼트2~8(32~38)의 무게 중심이나 그 부근에 위치하는데, 이는 각 CMM 세그먼트의 지지 임

무를 반경 방향 및 축 방향의 두 능동력 성분으로 간략화 시킨다. 각 능동 전동 수단(562~568)이 각 CMM 세그먼트2~8

(32~38)의 무게 중심이나 그 부근에 위치하기 때문에 어떠한 모멘트도 능동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없다.

방향 구동 능동 지지 수단

능동 전동 수단 2(562) 비틀림 방향 축 방향, 반경 방향

능동 전동 수단 3(563) 반경 방향 축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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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 전동 수단 4(564) 비틀림 방향 축 방향, 반경 방향

능동 전동 수단 5(565) 반경 방향 축 방향

능동 전동 수단 6(566) 비틀림 방향 축 방향, 반경 방향

능동 전동 수단 7(567) 반경 방향 축 방향

능동 전동 수단 8(568) 비틀림 방향 축 방향, 반경 방향

능동 전동 수단 2(562)는 최초의 전동 수단이며, 중력에 대하여 일정한 방위를 가진다. 능동 전동 수단 2(562) 내의 전동

수단 2(72)는 비틀림 방향이며, 반경 방향이나 축 방향으로의 능동 지지는 제공하지 않는다. 통상의 경우, 능동지지 로봇

CMM 암(550)의 기부 방위가 수직인 때 능동 전동 수단 2(562) 내에 요구되는 유일한 능동 지지는 축 방향이고, 능동 지지

로봇 CMM 암(550)의 기부 방위가 수평인 때 능동 전동 수단 2(562) 내에 요구되는 유일한 능동 지지는 반경 방향이다. 임

의의 다른 기부 방위에서는 능동 전동 수단 2(562) 내에 축 방향 및 반경 방향 능동 지지가 모두 요구된다.

능동 전동 수단 3(563)은 임의의 방위에 놓일 수 있다. 능동 전동 수단 3(563) 내의 전동 수단 3(73)을 통한 구동은 반경

방향이며, 이는 능동 전동 수단 3(563)에는 반경 방향 능동 지지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능동 전동

수단 3(563) 내의 축 방향으로는 능동 지지가 요구된다. 능동 전동 수단 3(563)의 경우는 능동 전동 수단 5, 7(565, 567)

에 있어서도 유사하다.

능동 전동 수단 4(564)는 임의의 방위에 놓일 수 있다. 능동 전동 수단 4(564) 내의 전동 수단 5(74)를 통한 구동은 비틀림

방향이며, 이는 능동 전동 수단 4(564)에 반경 방향 및 축 방향 능동 지지가 모두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능동 전동 수

단 4(564)의 경우는 능동 전동 수단 6, 8(566, 568)에 있어서도 유사하다.

(축 방향 능동 지지)

능동 전동 수단 3, 5, 7(563, 565, 567)은 반경 방향 구동 및 축 방향 능동 지지를 제공한다. 도 61에서, 능동 전동 수단 3

(563)과 같은 능동 전동 수단은 두 수단, 즉, 도 17에서 이미 개시되고 도시된 바와 같은 수동 축 방향 구동 전동 수단 3

(73)과 능동 축 방향 지지부 3(583)을 포함한다. 능동 축 방향 지지부 3(583)은, 지지 기어 박스(572) 수단과 지지 볼 스크

류(574) 수단을 관통하여 지지 볼 레이스(575) 수단을 통한 축 방향 추진력을 내부 CMM 암(5)의 CMM 세그먼트3(33)에

장착된 CMM 세그먼트 지지 플랜지(570)에 가하는 두 개의 지지 모터(571)를 포함한다. 두 개의 지지 모터(571)는 평탄한

축 방향 추진력을 CMM 세그먼트 지지 플랜지(570)에 제공하기 위해 서로 180도의 각도로 배열된다. 지지 모터(571)는

지지 브라켓(573)에 볼트 체결된 지지 기어 박스(572)에 볼트로 체결된다. 지지 볼 스크류(574)는 지지 기어 박스(572)로

부터 나와서 반대쪽 단부에서 지지 브라켓(573)에 의해 지지된다. 지지 볼 레이스(575)는 지지 기어 박스(572)와 반대쪽

단부에 있는 지지 브라켓(573)의 사이에 위치한다. 지지 브라켓(573)은 탄성재(203)를 통해 외골격 세그먼트3(43)에 부

착된다. 지지 인코더(579)는 각 지지 모터(571)에 부착된다. 지지 모터(571)는 능동 지지 제어 소프트웨어에 의해 결정된

대로 외골격 세그먼트3(43)과 CMM 세그먼트3(33) 사이의 임의의 상대적 방향으로 축 방향 힘을 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CMM 세그먼트3(33)이 수직 상향의 공간 방위를 가진다면 축 방향 힘은 CMM 세그먼트3(33)에 위쪽으로 작용하여 CMM

세그먼트3(33)에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중력을 효과적으로 상쇄할 것이다.

이 배열에서, 수동 반경 방향 구동 전동 수단 3(73)은 능동 축 방향 지지부 3(583)로부터 CMM 세그먼트3(33)의 축을 따

라 한 쪽 면에 위치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수동 반경 방향 구동 전동 수단 3(73)은 능동 축 방향 지지부 3(583)

의 다른 면에 위치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서, 수동 반경 방향 구동 전동 수단 3(73) 및 능동 반경 방향 지지부 3

(583)은 수동 반경 방향 구동 전동 수단 3(73)을 통한 반경 방향 구동의 영향의 중심과 능동 축 방향 지지부 3(583)의 영향

의 중심이 동일한 위치에 놓이도록 통합될 수 있다.

(축 방향/반경 방향 능동 지지부)

능동 전동 수단 4, 6, 8(564, 566, 568)은 비틀림 방향 구동, 능동 축 방향 지지 및 능동 반경 방향 지지를 제공한다. 도 62

에서, 능동 전동 수단 4(564)는 세 가지 요소, 즉 비틀림 방향 전동 수단 4(74), 능동 축 방향 지지부 4(584) 및 능동 반경

방향 지지부 4(594)를 포함한다. 이 배열에서, 능동 전동 수단 4(564)의 이러한 세 가지 요소들은 능동 지지 로봇 CMM 암

(550)의 외골격 세그먼트4(44) 및 CMM 세그먼트4(34)의 사이에 일렬로 제공된다. 본 발명의 범위는 이 배열에 제한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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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예를 들어,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이러한 세 가지 요소들은 임의의 다른 순서로 제공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서 이러한 세가지 요소들은 수동 비틀림 방향 전동 수단 4(74)를 통한 비틀림 방향 구동의 영향의 중심과 능

동 축 방향 지지부 4(584) 및 능동 반경 방향 지지부 4(594)의 영향의 중심이 동일한 위치에 놓이도록 통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서 이러한 세 가지 요소들 중 어느 두 개가 통합될 수도 있다.

도 63에서, 능동 반경 방향 지지부 4(594)는 594A, 594B 및 594C의 세 가지 유닛을 포함한다. 능동 반경 방향 지지부 4

유닛인 594A가 단면 AA 및 BB에 도시되어 있다. 능동 반경 방향 지지부 4 유닛인 594B 및 594C는 단면 BB에 도시되어

있다. 각 능동 반경 방향 지지부 4(594) 유닛에서는, 지지 기어 박스(572), 지지 90도 구동 박스(577) 및 지지 볼 스크류

(574)를 관통하는 지지 모터(571)가 반경 방향 지지 브라켓(578)의 지지 볼 레이스(575)를 통하고 탄성재(203) 및 저마찰

재(202)를 통하여 내부 CMM 암(5)의 CMM 세그먼트4(34)로 반경 방향 추진력을 가한다. 세 개의 능동 반경 방향 지지부

4 유닛(594A, 594B, 594C)들은 CMM 세그먼트4(34)에 대한 반경 방향 추진력의 방향성 제어를 제공하기 위해 서로 120

도 각도로 배열된다. 지지 모터(571)는 반경 방향 지지 모터 브라켓(576)에 볼트 체결된 지지 기어 박스(572)에 볼트로 체

결된다. 지지 기어 박스(572)는 지지 90도 구동 박스(577)를 구동한다. 지지 볼 스크류(574)는 지지 90도 구동 박스(577)

로부터 나온다. 지지 볼 레이스(575)는 반경 방향 지지 브라켓(578)을 경유하고 탄성재(203) 및 저마찰재(202)를 관통하

여 내부 CMM 암(5)의 CMM 세그먼트4(34)로 전달된 추진력을 지지 볼 스크류(574)로부터 받는다. 지지 인코더(579)는

지지 모터(571)에 부착된다. 능동 반경 방향 지지부 4(594)의 세 유닛(594A, 594B, 594C)들은 반경 방향 힘을 능동 지지

제어 소프트웨어에 의해 결정된 대로 외골격 세그먼트4(44) 및 CMM 세그먼트4(34) 사이의 임의의 상대적 방향으로 공급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CMM 세그먼트4(34)가 수평 공간 방위에 놓여져 있다면 반경 방향 힘은 중력에 대항하여 CMM 세

그먼트4(34)에 위쪽으로 향하도록 작용함으로써 CMM 세그먼트4(34)에 아래쪽으로 향하도록 작용하는 중력을 효과적으

로 상쇄할 것이다.

(능동 전동 수단의 수)

임의의 방위로 놓인 기부를 구비한 7-축 능동 지지 로봇 CMM 암(550)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는 능동 축 방향 지지부

2~8(582~588) 및 능동 반경 방향 지지부 2, 4, 6, 8(592, 594, 596, 598)의 열한 개의 능동 지지 수단이 존재한다. 기부

가 항상 수직이라면 열 개의 능동 지지 수단으로 충분하며, 능동 반경 방향 지지부 2(592)는 필요하지 않다. 임의의 방위로

놓인 기부를 구비한 6-축 능동 지지 로봇 CMM 암(550)의 실시예에서는 능동 전동 수단 4(564)가 없기 때문에 아홉 개의

능동 지지 수단이 존재한다. 기부가 항상 수직이라면 여덟 개의 능동 지지 수단으로 충분하며 능동 반경 방향 지지부 2

(592)는 필요하지 않다.

몇몇 능동 지지 수단은 다른 것들에 비해 능동 지지 로봇 CMM 암(550)의 전체적인 정밀도에 대해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탐침 단부 근처의 능동 지지 수단은 더 무거운 세그먼트를 위한 능동 지지 수단에 비해 전체적인 정밀도에 대해

더 작은 영향을 미친다. 단 하나의 능동 지지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능동 지지 수단을 갖추지 못한 유사한 로봇 CMM 암(1)

의 경우에 비해 능동 지지 로봇 CMM 암(550)의 정밀도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 능동 지지 로봇 CMM 암(550)이 하나

이상의 능동 지지 수단을 구비하도록 하는 것이 본 발명의 한 목적이다.

일반적으로, 능동 전동 수단(560)의 수를 증가시킴으로써 능동 지지 로봇 CMM 암(550)의 힘과 모멘트를 감소시킬 수 있

고 따라서 더욱 정밀한 능동 지지 로봇 CMM 암(550)을 가능케 할 수 있다. 예컨대, 각 CMM 세그먼트를 지지하기 위해 두

개 이상의 능동 전동 수단(560)이 제공될 수 있다. 실제로 능동 전동 수단 개수의 각 증가에 대해 제한된 복구가 존재할 것

이다. 능동 지지 로봇 CMM 암(550)에 대한 추가의 실시예에서, 더욱 긴 CMM 세그먼트3, 5(33, 35)에 대해 더욱 향상된

지지를 제공하기 위해 두 개의 능동 전동 수단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보호 범위는 하나 이상의 능동 전동 수단을 구비한

임의의 능동 지지 로봇 CMM 암(550)을 포함한다.

<구조 재료>

능동 지지 로봇 CMM 암(550)의 내부 CMM 암(5) 및 외골격(6)은 바람직하게는 차동 열팽창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일한

재료로 만들어진다. CMM 조인트(51~57) 및 외골격 조인트(61~67)의 축 또한 정렬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내부 CMM 암

(5) 및 외골격(6) 양자 모두 온도 변화에 반응하여 동일한 양의 길이를 변화시킨다.

(능동 지지 제어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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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4에서, 능동 지지 제어 소프트웨어(552)가 제어 인쇄회로기판(172)의 메모리(381)에 제공된다. 능동 지지 제어 소프

트웨어(552)는 각 공간 배치에 대해 외골격(6)에 의한 내부 CMM 암(5)의 능동 지지를 최적화한다. 지지 모터(571)는 제

어 소프트웨어(382)에 의해 결정된 제어 인쇄회로기판(172) 내 증폭기 아날로그 출력 회로의 출력으로부터 증폭기(176)

에 의해 구동된다. 각 지지 인코더(579)는 제어 인쇄회로기판(172)에 연결된 조인트 인쇄회로기판(173)에 연결된다.

도 65를 참조하면, 능동 지지 제어 소프트웨어(552)는 스트레인 게이지(181), 운동학 소프트웨어(391) 및 제어 소프트웨

어(382)로부터 입력을 받아들인다. 스트레인 게이지(181)는 내부 CMM 암(5)에 작용하는 힘과 모멘트를 보여준다. 운동

학 소프트웨어(391)는 능동 지지 로봇 CMM 암(550)의 속도 및 가속도와 공간 배치 포지션(position)을 제공한다. 제어 소

프트웨어(382)는 능동 전동 수단 2~8(562~568)의 속도 및 가속도와 포지션을 제공한다. 능동 지지 제어 소프트웨어

(552)는 지지 모터(571)에 대해 소망되는 제어 요구치들을 제어 소프트웨어(382)로 출력한다. 제어 소프트웨어(382)는

외골격 인코더(179), CMM 인코더(178) 및 지지 인코더(579)의 포지션을 입력으로서 받아들인다. 제어 소프트웨어(382)

는 모터(176)와 지지 모터(571)를 구동시키는 증폭기(175)로 구동 신호를 출력한다. 제어 소프트웨어(382)는 일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조화되기 어려운 두 개의 경합하는 제어 루프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모터(176) 및 지지 모터(571) 양자

를 위한 단일 제어 루프를 제공한다. 내부 CMM 암(5)의 힘과 모멘트를 측정하는 스트레인 게이지(181)로부터의 입력과

외골격(6)으로부터의 힘과 모멘트를 내부 CMM 암(5)에 미칠 수 있는 능동 전동 수단 2~8(562~568)을 제어하는 출력으

로 내부 CMM 암(5)에 가해지는 힘과 모멘트를 최소화하는 능동 지지 제어 소프트웨어(552)를 통하여 정밀한 능동 지지

로봇 CMM 암(550)을 제공하는 것이 본 발명의 한 목적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기부 CMM 세그먼트1(31) 및 능동 전동 수

단 2~8(562~568)의 장착에 의해 내부 CMM 암(5)이 완전히 지지된다. 본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능

동 지지 로봇 CMM 암(550)의 능동 지지 제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이를 능동 지지 로봇 CMM 암(550)에 미치는 힘과

모멘트를 최소화하는 메인 제어 소프트웨어(382)와 통합하는 데 있어 다양한 변경과 타 실시예가 가능하다는 것이 이해될

것이다. 또한 본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능동 지지 제어 소프트웨어가 내부 CMM 암(5)의 탐침 단부(3)

또는 그 부근에 장착된 무거운 탐침(91)을 자동적으로 보상할 수 있고, CMM 세그먼트8(38)의 무게 중심 근처에 장착되지

않은 탐침(91)을 보상하기 위해 적어도 두 개의 능동 전동 수단이 CMM 세그먼트8(38)을 지지하도록 제공될 수 있다는 것

도 이해될 것이다.

(전동 수단의 공기 베어링)

내부 CMM 암(5)과 외골격(6) 간의 접촉을 없애기 위해 공기 베어링이 사용될 수 있다. 도 17을 다시 참조하자면, 반경 방

향 전동 수단 3(73)에 있어서, 저마찰재(202) 대신 공기 베어링이 사용될 것이다. 도 18을 다시 참조하자면, 비틀림 방향

전동 수단 4(74)에 있어서, 탄성재(203) 뿐만 아니라 공기 베이링도 사용될 것이다. 도 61 및 도 63을 참조하자면, 능동 축

방향 지지부(563) 및 능동 반경 방향 지지부(594)에 있어서, 저마찰재(202) 대신 공기 베어링이 사용될 것이다. 공기 베어

링의 공기는 압축기에 의해 공급되고, 내부 CMM 암(5)과 외골격(6) 사이로 지나가는 가요성 튜브에 의해 공기 베어링의

위치로 도입될 수 있다. 공기 베어링으로부터 나오는 공기는 능동 지지 로봇 CMM 암(550)을 냉각시키는 제2의 기능도 가

질 수 있다. 공기의 제1 배출은 탐침 단부에서 이루어지고, 제2 배출은 각 세그먼트의 공기 베어링으로부터 적당한 위치에

서 이루어진다. 공기 베어링의 주요한 이점은 내부 CMM 암(5)과 외골격(6) 사이의 마찰을 제거하는 것이며, 이것은 한쪽

방향으로 가해진 힘이 더욱 정밀한 능동 지지 로봇 CMM 암(550)에서 발생하는 마찰로 인해 기인하는 다른 방향의 바람직

하지 않은 성분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해 준다.

(탄성재, 압력 센서 및 능동 지지 제어)

도 17, 도 18 및 도 63을 참조하자면, 탄성재(203)는 내부 CMM 암(5)과 외골격 간의 접촉이 발생하는 능동 전동 수단

2~8(562~568)의 각 부분에 제공된다. 탄성재(203)는 외골격으로부터의 힘의 스파이크(spike)를 흡수함으로써 내부

CMM 암(5)을 보호한다. 탄성재(203)를 가로지르는 힘은 적어도 중력, 능동 지지 로봇 CMM 암(550)의 움직임에 따른 그

공간 위치의 변화, 능동 지지 로봇 CMM 암(550)의 관성 가속도, 조립 부품의 억지끼워맞춤(assembly interference fits),

열 팽창/수축 및 지지 모터(571)에 의해 생성된다. 탄성재(203)의 두께, 단면적 및 탄성 계수는 능동 지지 로봇 CMM 암

(550)의 공간 및 관성 능력에 대해 계산된 힘의 한계와 함께 탄성재(203)의 상대적인 팽창/수축을 최적화하기 위해 각 위

치에서 조심스럽게 계산된다.

선택적인 실시예에서, 내부 CMM 암(5)에 장착된 스트레인 게이지 대신에 압력 센서가 탄성재(203)에 배치된다. 압축력이

든, 인장력이든 또는 전단력이든 간에 탄성재(203)를 가로지르는 사실상의 힘의 합계가 각 능동 전동 수단에서 측정될 수

있다. 능동 지지 로봇 CMM 암(550)의 현재 공간 위치 및 관성 상황에 맞는 탄성재를 가로지르는 총 힘을 결정하기 위해

능동 지지 로봇 CMM 암(550)의 설계에 기초한 계산이 사용된다. 지지 모터(571)는 탄성재(203)를 가로지르는 실제상의

총 힘을 감소시키거나 증가시키기 위해 새로운 능동 지지 제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에 의해 기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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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인자 및 작동 실행)

최상의 정밀도를 위하여, 능동 지지 로봇 CMM 암(550)은 외부 진동의 영향이 없고, 열적으로 제어되는 환경에서 사용되

어야 한다. 가속으로 인해 발생되는 힘이 비교적 작은, 비교적 낮은 속도로 측정이 이루어질 때에 최상의 결과가 얻어질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측정 장치로부터 생산성을 요구하고, 따라서 능동 지지 로봇 CMM 암(550)이 수용할 수 있는 속

도 및 가속도는 중요한 인자이다. 내부 CMM 암(5)은 복수 개의 능동 전동 수단에 의해 지지되고, 복수 개의 능동 전동 수

단에 의해 지지되는 내부 CMM 암(5)의 설계 특성은 작업자에 의해 상당한 힘과 모멘트가 가해질 수 있는 수동 CMM 암의

그것과 다를 수 있다. 이는 능동 지지 로봇 CMM 암(550) 내의 내부 CMM 암(5)의 질량/관성이 작을 수 있고, 높은 정밀도

를 유지하는 동안 그것에 가해지는 상응하는 가속도가 클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생산성이 높고 정밀한 측정 장치가 가능

하도록 한다.

(본 발명의 유효성)

중력 및 관성력 작용의 결과로 내부 CMM 암(5)에 가해지는 힘과 모멘트는 능동 전동 수단에 의해 상쇄된다. 이러한 능동

지지 로봇 CMM 암(550)은 기부 CMM 세그먼트1(31)에 대한 장착대(mounting)에서의 힘과 모멘트가 능동 전동 수단의

설비가 없는 경우의 상응하는 힘과 모멘트에 비해 하나 이상의 자리 수만큼 작도록 내부 CMM 암(5)을 지지할 수 있을 정

도로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게다가, 이러한 능동 지지 로봇 CMM 암(550)은 각 조인트에서의 힘과 모멘트가 능동 전동

수단의 설비가 없는 경우의 상응하는 힘과 모멘트에 비해 하나 이상의 자리 수만큼 작도록 내부 CMM 암(5)을 지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수동 CMM 암보다 우수한 정밀도)

이 실시예 3은 내부 CMM 암(5)에 가해지는 힘과 모멘트를 상응하는 크기의 수동 CMM 암에 비해 약 한 자리 수만큼 감소

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것은 능동 지지 로봇 CMM 암(550)이, 힘과 모멘트가 무시 가능한 정도의 크기로 줄어들 수

없는 유사한 리치의 수동 CMM 암에 비해 더더욱 정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힘과 모멘트가 더 작다면, 내부 CMM

암(5)은 더욱 더 가볍게 설계될 수 있는데, 이것은 외골격(6)이 더 가벼워질 수 있고, 강력하지 않으므로 구동 시스템도 더

가벼워질 수 있다는 이중의 유익한 효과를 가져온다.

(선택적인 능동 지지 방법들)

능동 지지를 실현시킬 다른 방법들이 많이 있으며, 본 실시예의 범위는 상기에서 서술된 것에 제한되지 않는다. 예컨대 축

방향 지지를 위한 또 다른 실시예에서, 벨트와 같은 구동 전동 수단을 통하여 두 개의 지지 볼 스크류(574)를 구동시키기

위해 하나의 모터(571)가 사용될 수도 있다. 축 방향 및 반경 방향 지지를 위한 또 다른 실시예에서, 음성 코일 엑츄에이터

와 같은 제어 가능한 선형 엑츄에이터가 능동 전동 수단의 포지션을 알 필요 없이 소망하는 선형 힘을 제공할 수 있는데,

인코더를 구비한 모터보다 더 단순한 제어 루프가 제공된다.

[실시예 4]

<수량의 측정>

본 실시예 4에서는 본 발명의 추가적인 목적, 즉 수량의 측정과 그 수량을 위한 모델의 구성 및 그 모델의 분석을 위한 방법

과 장치가 개시된다. 적절한 접촉 또는 비접촉 수량 측정 탐침(Quantity Measuring Probe)(90)에 의해 측정될 수 있는 수

량의 예시는 온도, 표면 조도, 색깔, 진동, 경도, 압력, 밀도, 용접 부위에서의 결함/개재물 검출, 결합 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측정될 물체(object)(9) 또는 대상물의 일부가 로봇 CMM 암(1)의 리치 내에 위치한다. 물체(9)가 로

봇 CMM 암(1)으로 옮겨질 수도 있고, 로봇 CMM 암이 물체로 옮겨질 수도 있다. 그 수량은 로봇 CMM 암(363)의 좌표계

에 대하여 측정된다. 선택적으로, 상기 개시된 바와 같이 물체 좌표계(361)가 설정될 수도 있고, 수량은 물체 좌표계(361)

에 대하여 측정된다. 수량 측정 탐침(90)은 내부 CMM 암(5)의 탐침 단부(3)에 부착되지만, 외골격(6)의 탐침 단부에 부착

될 수도 있다. 내부 CMM 암(5)의 탐침 단부와 외골격(6)의 탐침 단부가 공통된 곳에서는, 수량 측정 탐침은 공통 탐침 단

부에 부착된다.

(측정 과정, 시간 조절과 복수의 탐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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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과정은 수량 측정 탐침(90)을 물체(9)에 대하여 움직이는 로봇 CMM 암(1)과 측정을 하는 수량 측정 탐침(90)에 의해

이루어진다. 상기에서 개시된 바와 같이, X, Y, Z, I, J, K 좌표에서 탐침 단부의 로봇 CMM 암으로부터의 포지션/방위 및

수량 측정 탐침(90)으로부터의 측정은 동기화 되거나 시간 기록될 수 있고, 또는 그렇지 않다면 시간 기초로 직접 또는 내

삽법에 의해 조화될 수도 있다. 측정은 로봇 CMM 암(1)의 이동 경로를 따라 이루어진다. 측정은 바람직하게는 작동 중에

수량 측정 탐침(90)이 측정을 하는 연속적인 스캐닝 움직임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작동 중 측정 방식은 비교적 짧은

시간, 즉 일반적으로는 100 밀리 초, 종종 수 밀리 초에 걸쳐 측정이 이루어지는 수량 측정 탐침(90)에 적합하다. 선택적으

로, 로봇 CMM 암(1)이 사실상 정지해 있을 때 수량 측정 탐침(90)의 측정이 이루어지는 순차적 방식으로 측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이러한 순차적 측정 방식은 비교적 긴 시간, 즉 일반적으로 100 밀리 초, 종종은 수 초 이상에 걸쳐 측정이 이

루어지는 수량 측정 탐침(90)에 적합하다. 수량 측정 탐침(90)은, 임의의 수량 및/또는 치수 측정의 조합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하나 이상의 다른 탐침(90)을 구비한 로봇 CMM 암(1)에 장착될 수 있다. 한 예는 치수 측정을 위한 비접촉 광학 탐침

(91)과 온도 측정을 위한 비접촉 온도 측정 탐침을 구비한 파이프의 스캐닝이다. 단일 탐침(90)이 둘 이상의 다른 수량들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것도 또한 인식될 것이다. 접촉 탐침(95)에 특별한 설비가 설계되지 않는 한, 로봇 CMM 암의 바람직한

작동 하에서 오직 하나의 접촉 탐침(95)만이 물체(9)와 접촉하기 때문에, 바람직하게는 두 개의 접촉 탐침(95)이 로봇

CMM 암(1)에 장착되지는 않는다는 것도 또한 인식될 것이다. 장착된 탐침(90)으로부터의 측정은 바람직하게는 궤도가 반

복되지 않도록 단일 측정 경로를 따라가는 단일 측정 과정 중에 이루어지는데, 이는 측정 과정의 시간을 최소화 한다는 점

에서 가장 능률적이다. 모든 탐침(90)으로부터의 측정은, 모든 탐침(90)이 사실상 동일한 시간 및 동일한 속도로 측정을 하

도록 하는 형태로 측정 과정 중에 동기화 될 수 있다. 선택적으로, 하나 이상의 장착 탐침(90)들은 서로 다른 속도로 측정을

할 수도 있다. 상기에서 개시된 바와 같이, 각 탐침(90)으로부터의 측정은 암의 포지션/방위와 바람직하게는 동기화나 내

삽법에 의해 직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다. 로봇 CMM 암(1)과 수량 측정 탐침(90)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탐침들로부터의

데이터는 저장된다.

(수량 측정 탐침 측정 위치)

수량 측정 탐침(90)은 많은 다른 실시예들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접촉식이거나 비접촉식일 수 있고, 각 로봇 CMM 암 포

지션/방위에서 하나 이상의 측정을 할 수 있다. 그들은 하나 이상의 수량, 예컨대 온도와 압력을 측정할 수 있다. 수량 측정

탐침으로부터의 측정 위치(들)는 로봇 CMM 암 포지션/방위에 구속된 관련 내에서 알려질 수 있다. 측정 위치의 예는 이하

를 포함한다.

(a) 단일 수량 측정 위치는 수량 측정 탐침의 팁(tip)에 놓일 수 있다.

(b) 단일 수량 측정 위치는 수량 측정 탐침의 팁으로부터 알려지지 않은 거리와 알려진 방위에 놓일 수 있다.

(c) 단일 수량 측정 위치는 수량 측정 탐침의 팁으로부터 알려진 고정된 거리와 알려진 방위에 놓일 수 있다.

(d) 단일 수량 측정 위치는 수량 측정 탐침의 팁으로부터 측정된 고정된 거리와 알려진 방위에 놓일 수 있다.

(e) 복수의 수량 측정은, 각 수량 측정이 수량 측정 탐침의 팁에 대하여 알려진 위치에서 이루어지는 투영면을 따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

(f) 복수의 수량 측정은, 각 수량 측정이 수량 측정 탐침의 팁에 대하여 알려진 위치에서 이루어지는 투영 영역에서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

(g) 복수의 수량 측정은, 각 수량 측정이 수량 측정 탐침의 팁에 대하여 알려진 방위와 알려지지 않은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투영 영역에서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

복수 장착 탐침(90)들은 측정 과정이 서로 간섭하지 않도록 바람직하게는 로봇 CMM 암 좌표계(363)에 대하여 다른 측정

위치들을 가지는데, 다른 측정 위치들은 추가적인 측정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람직하게는 근접해 있다. 복수 장착

탐침(90)들은 이동 경로 계획을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 바람직하게는 로봇 CMM 암 좌표계(363)에 대하여 동일한 방위를

가진다. 세 개 이상의 장착 탐침(90)들이 있는 경우, 이러한 탐침들은 바람직하게는 모든 측정이 동일 평면상에서 이루어

지도록 놓여진다. 단일 포인트 타입이지만 다른 수량들을 측정하는 복수 장착 탐침에 있어서, 로봇 CMM 암의 경로 및 방

위는 바람직하게는 모든 측정의 위치가 서로 나란히 놓이는 경로보다는 동일한 경로를 따라서 놓이도록 하는 형태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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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동일한 수량을 측정하는 단일 포인트 타입의 복수 장착 탐침에 있어서는, 로봇 CMM 암의 경로 및 방위는 바람직하

게는 모든 측정의 위치가 서로 나란한 경로에 놓이도록 하는 형태로 결정되어 측정이 여러 개의 거의 평행한 경로를 따라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써 로봇 CMM 암이 더욱 높은 생산성을 가지도록 한다.

(수량 측정 탐침 보정 및 정렬)

수량 측정 탐침(90)은 수량 측정 탐침의 설계에 의해 크게 결정되는 방식에 의해 로봇 CMM 암의 좌표계에 정렬된다. 바람

직하게는, 수량 측정 탐침의 공급자는 몇 가지 방식으로, 로봇 CMM 암 좌표계에 대하여 알려진 오프셋/방위로 로봇 CMM

암에 단순하게 맞춰질 수 있는, 모호하지 않고 충분히 정확한 탐침 데이터 정렬로 사전 보정하는데, 이러한 오프셋/방위는

수량 측정 탐침 보정 파일로 공급되며, 그 보정 파일을 사용함으로써 로봇 CMM 암의 좌표계에 수량 측정 탐침을 정렬시킬

수 있다. 수량 측정 탐침의 공급자로부터 그러한 사전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보정 과정에서 탐침을 탐침 데이터로

보정하기 위해 측정될 수량에 적합한 특별한 보정 지그가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이 인식될 것이다. 수량 측정 탐침의 공급자

로부터 그러한 사전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선택적으로, 로봇 CMM 암에 장착된 수량 측정 탐침으로 인공물에 대해

충분한 회수의 측정을 실시하는 것을 포함한, 본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공지된 정렬 과정에 의해 탐침

좌표계를 로봇 CMM 암의 좌표계에 정렬시키기 위해 측정될 수량에 적합한 인공물이 제공될 수 있다.

도 66의 수량 측정 과정을 참조하자면,

- 최초 단계(601)에서는, 측정을 위해 물체가 로봇 CMM 암의 리치 내에 있도록 로봇 물체와 로봇 CMM 암을 서로에 대하

여 위치시키고,

- 단계(602)에서는, 수량 측정 탐침을 로봇 CMM 암의 탐침 단부에 장착하고,

- 단계(603)에서는, 수량 측정 탐침 좌표계를 로봇 CMM 암 좌표계에 정렬시키고,

- 단계(604)에서는, 로봇 CMM 암을 경로를 따라 이동시키며 수량 측정 탐침으로 측정을 하고,

- 단계(605)에서는, 수량 측정 탐침으로부터의 측정과 로봇 CMM 암으로부터의 포지션/방위를 저장한다.

본 발명의 범위는 이러한 수량 측정 과정에 국한되지 않으며, 이 과정은 예시적으로 제공된 것이다.

(모델링)

수량 측정 데이터 및 로봇 CMM 암 포지션/위치 데이터를 취하고 그들을 결합하여 물체의 양 모델을 확립하는 방법이 개시

되어 있다. 이 방법으로, 하나 이상의 수량이 모델에 결합되거나 개별 모델로 남을 수 있다. 이미 개시된 바와 같이, 로봇

CMM 암에 대한 수량 측정에 대한 다양한 확정 및 불확정 위치가 존재한다는 것이 인식될 것이다. 물체의 CAD 모델을 취

하고, 그 물체의 수량에 대한 모델을 확립하기 위해 그것을 수량 측정 데이터 및 로봇 CMM 암 포지션/위치 데이터와 결합

하는 추가의 방법이 개시되어 있다. 이 추가 방법에서, 물체의 CAD 모델은 수량 측정 데이터 및 로봇 CMM 암 포지션/위

치 데이터에 참조된다. 이 추가 방법은 물체의 CAD 모델에 상응하여 불확정 위치들을 미리 결정하는데 적합하다. 예컨대,

물체의 CAD 모델이 표면 개념을 제공하고, 불확정 위치로 측정된 수량이 표면 수량이라면, 그 위치는 알려진 방위의 수량

을 물체의 CAD 표면과 만날 때까지 투영함으로써 결정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그 수량은 색깔과 같은 표면 관련 수량 또는

용접에서의 개재물이나 결합에서의 결함(flaw)의 존재와 같은 내부 수량일 수 있다.

도 67의 모델링 과정을 참조하자면,

- 최초 단계(611)에서는, 시간과 공간에 내삽 수단을 사용하여 이미 저장된 수량 측정과 로봇 CMM 암 포지션/위치로부터

밝혀진 수량 측정 데이터 세트를 준비한다.

- 단계(612)에서는, 밝혀진 수량 측정 데이터를 모델링 수단을 사용하여 적합한 데이터 구조 모델로 배치시킨다.

- 단계(613)에서는, 통합된 CAD 및 수량 측정 모델을 제공하기 위해 결합 수단을 사용하여 물체의 CAD 모델과 밝혀진 수

량 측정 데이터 구조 모델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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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범위는 이러한 모델링 과정에 국한되지 않으며, 이 과정은 예시적으로 제공된 것이다. 예를 들어, 평평한 박판

금속과 같은 단순한 물체에 있어서는, 단계(613)가 필수적이지 않다. 추가적인 예에서, CAD 모델 대신 모델 외부 형상의

3차원 스캔이 제공될 수 있다.

(분석과 시각화)

통합된 CAD 및 수량 측정 모델로부터 분석된 데이터를 확정하기 위해 분석이 수행될 수 있다. 예컨대,

(a) 수량 및 위치에 대한 최대 및/또는 최소 수치가 유도될 수 있고,

(b) 수치 범위에 따라 수량에 색채가 할당될 수 있으며 수량의 색채 표시가 물체의 표면 투영에 묘사될 수 있고,

(c) 통과 또는 실패 기준이 물체 또는 물체의 영역에 대해 설정될 수 있으며 그 기준에 따라 수량 측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통과 또는 실패가 결정되고,

(d) 측정 수량의 통계 데이터가 유도되며 측정 수량의 개별 데이터가 분리되고 이들은 경향 모니터링과 생산 과정 수정을

위해 생산 과정으로의 피드백으로 생산 제어 시스템에 제공된다.

분석 데이터 및 또는 통합된 CAD 및 수량 측정 모델은 바람직하게는 칼라 컴퓨터 디스플레이에 영상화된다. 많은 경우에,

수량 측정 및 또는 분석 데이터는 CAD 모델의 표면 또는 3D 화소 모델의 내부에 표시된다. 그것은 몰입형 3차원 시각화

기술(immersive 3D visualisation technique)을 이용해 시각화 될 수 있다. 선택된 시각화 기술은 시각화될 수량이 표면

수량인지 아니면 내부 수량인지 여부에 의존하며, 선택된 시각화 기술은 또한 물체의 CAD 모델 또는 3차원 스캔 표면 모

델이 이용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모델은 모든 타입의 렌더링(rendering) 및 모든 타입의 3차원 디스플레이

를 포함한 당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공지된 임의의 기술이나 장치를 사용하여 시각화 될 수 있다.

도 68의 분석, 시각화 및 피드백 과정을 참조하자면,

- 최초 단계(621)에서는, 통합된 CAD 및 수량 측정 모델을 분석 도구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 단계(622)에서는 분석된 데이터를 출력하고,

- 단계(623)에서는 시각화 목적으로 출력 분석 데이터를 디스플레이하고,

- 단계(624)에서는 분석 데이터를 생산 과정에 피드백으로 제공한다.

본 발명의 범위는 이러한 분석, 시각화 및 피드백 과정에 국한되지 않으며, 이러한 과정은 예시적으로 제공된 것이다. 예를

들어, 무인 자동화 라인에서는 공정에 대한 가끔씩의 시각적 관찰을 위해 디스플레이 단말기가 이용 가능하지 않은 이상,

단계(623)가 정규로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실시예 5]

<이동성 로봇 CMM 암>

본 실시예 5에서는, 이동성 로봇 CMM 암의 실시예가 개시된다. 종래에는 차량과 같은 대형 물체는, 이동 교량 CMM

(moving bridge CMM)이나 대립 수평 암 CMM(opposing horizontal arm CMM)과 같이 차량보다 더 큰 CMM을 이용하

거나, 또는 차량의 주위로 움직이는 더 작은 측정 리치를 가진 이동성 장치에 의하는 두 가지 일반적인 방식으로 측정된다.

대형 CMM은, 특히 자동화 되었을 때에는, 대형 자본 투자를 필요로 한다. 이동성 장치는 숙련된 수작업을 요하고, 인간의

실수에 영향 받기 쉽다.

자동식이고, 정확하며, 탄력적이고, 대형 CMM에 비교해서 크기가 작고 비용이 적게 드는, 차량과 같은 대형 물체를 측정

하는 이동성 로봇 CMM 암을 제공하는 것이 본 실시예 5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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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9에, 이동성 로봇 CMM 암(700)이 측면도, 단면도(end view) 및 저면도로 도시되어 있다. 이동성 로봇 CMM 암(700)

은 로봇 CMM 암(1)이 장착된 차량(701)을 포함한다. 로봇 CMM 암(1)은 발 내림 엑츄에이터(feet lowering actuator)

(707)에 의해 세 개의 못 박힌 발(spiked feet)(706)이 내려지는 삼각 기부(tripod base)(701)에 단단히 부착되어 있으며,

못 박힌 발(706)이 내려진 포지션일 때, 이동성 로봇 CMM 암(700)의 전체 중량은 못 박힌 발(706)에 의해 지지되고, 정확

한 측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차량은 네 개의 바퀴(702), 배터리(705), 자동 충전/통신기(charging/communications

contact)(710), 바퀴를 구동시킬 모터/기어박스 유닛(703), 이동성 로봇 CMM 암(700)의 수동 설정 및 제어를 위한 펜던

트(pendant)(153)가 연결되어 있는 제어 유닛(709) 및 테이프 추적/목표물 확인 센서(tape following/target

identification sensors)(708)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도 70에는 이동성 로봇 CMM 암(700)이 사용될 차량 측정 영역의 전

형적인 평면도가 도시되어 있다. 이동성 로봇 CMM 암(700)은 테이프(712)에 의해 그려진 차량(9) 주위의 트랙을 따라간

다. 이동성 로봇 CMM 암(700)이 정지하고 차량을 측정할 위치를 가리키는 목표물(target)(714)이 테이프(712)를 따라 간

격을 두고 존재한다. 각 목표물(714)은 바람직하게는 유일하고 그 위치에서 사용될 측정 프로그램(389)을 식별할 수 있다.

차량 측정 영역의 바닥(718)에는 이동성 로봇 CMM 암(700)이 그 포지션을 정확하게 참조할 수 있는 기준 콘(reference

cone)(713)의 배열이 제공된다.

이동성 로봇 CMM 암(700)의 자동 충전/통신기(charging/communications contact)(710)를 통해 전기 공급원(719)으로

부터 자동으로 배터리(705)를 충전하고 컴퓨터 네트워크(720)와 통신하기 위한 충전/통신대(charging/communication

station)(711)가 제공된다. 도 71에서, 파묻힌 기준 콘(715)은 바닥(718)에 영구히 위치할 수 있다. 제거 가능한 기준 콘

(716)은 바닥(718)에 임시로 접착될 수 있다. 기준 정확도의 향상이 필요한 곳에는 높이를 높인 기준 콘(717)이 제공된다.

도 72에서, 기준 콘(713)의 3차원 위치가 기준 콘 포지션 배열(reference cone position array)(721)에 저장된다. 목표물

(714)의 3차원 위치가 목표물 포지션 배열(target position array)(722)에 저장된다. 테이프의 3차원 폴리라인이 테이프

폴리라인 배열(tape polyline array)(723)에 저장된다.

<준비 과정>

기준 콘 배열(721)에서 각 기준 콘(713)의 정확한 위치는 라이카테크날러지(Leica Technologies)나 파로 테크날러지

(Faro Technologies)에서 생산된 광 추적기(Optical Tracker)와 같은 정밀 3차원 측정 장치를 사용하여 측정된다. 테이

프 폴리라인 배열(723)로서 테이프(712)의 경로와 목표물 포지션 배열(722)로서 목표물(714)의 위치도 또한 측정된다.

기준 콘 배열(721)은 글로벌 좌표계(Global coordinate system)(461)를 제공한다. 이러한 측정들은 매년, 또는 배치에 변

경이 있을 때에만 수행될 필요가 있다. 기준 콘(721)의 배열, 테이프 경로(723) 및 목표물(722) 위치는 공정 시뮬레이션을

제공하는 오프라인 프로그래밍 시스템에 제공된다. 오프라인 프로그래밍 시스템을 사용하는 작업자는 측정 프로그램

(389)을 생성한다. 이동성 로봇 CMM 암(700)의 배터리(705)는 충전/통신대(711)에서 충전된다. 측정 프로그램(389) 및

배열(721, 722, 723)들은 이동성 로봇 CMM 암(700)의 제어 유닛(709)으로 다운로드 된다. 예컨대 차량일 수 있는 물체

(9)는 대략 측정 프로그램(389)을 생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프로그램 된 위치로 옮겨진다. 물체(9)에는 통상 물체 좌표계

(361)에 대한 자료 기준(datum reference)이 제공된다. 물체의 포지션(9)은 프로그램 된 포지션에서 작은 에러 내로 조정

된다.

도 73의 준비 과정을 참조하면,

- 최초 단계(731)에서는, 기준 콘(713), 목표물(714) 및 테이프(712)를 측정하며 오프라인 프로그래밍 시스템에 배열

(721, 722, 723)들을 제공하고,

- 단계(732)에서는, 오프라인 프로그래밍 시스템을 사용하여 측정 프로그램(389)을 생성하고,

- 단계(733)에서는, 배터리(705)를 충전하고,

- 단계(734)에서는, 측정 프로그램(389)을 이동성 로봇 CMM 암(700)에 다운로드하고,

- 단계(735)에서는, 물체(9)를 대략의 위치로 이동시키고 조정한다.

이 과정은 준비 과정의 한 예시에 불과하며 하나의 가능한 준비 과정을 설시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 실시예가 이 준비 과정

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단계(733)를 예로 들자면, 배터리의 충전은 과정의 임의의 지점에서 수행될 수 있다.

<측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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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11)는 측정 작업을 개시한다. 이동성 로봇 CMM 암(700)은 측정 프로그램(389)을 실행한다. 이동성 로봇 CMM 암

(700)은 테이프(712)를 따라가며 프로그램된 제1 목표물(714)으로 나아간다. 그 후 멈추고 발 내림 엑츄에이터(707)를 이

용하여 못 박힌 발(706)을 내린다. 이동성 로봇 CMM 암(700)은 암의 리치 내에 있는 모든 기준 콘(713)들을 측정함으로

써 자신을 글로벌 좌표계(461)에 참조시킨다. 목표물에 대한 이동성 로봇 CMM 암(700)의 포지션 및 방위의 반복 가능성

은 5mm 보다 우수한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 콘(713)의 포지션 측정 프로그램은 측정 전에 먼저 기준 콘을 위치시키기 위

한 5mm 보다 큰 범위 내 탐색 루틴을 포함한다. 이동성 로봇 CMM 암(700) 좌표계(363)는 로컬 기준 콘(713)들의 포지션

을 이용하여 글로벌 좌표계(461)에 참조된다. 이동성 로봇 CMM 암(700)은 그 위치의 측정 프로그램(389)을 실행한다. 그

후 못 박힌 발(706)을 들어올리고 다음 위치로 옮겨간다. 측정 프로그램(389)이 완료될 때까지 이 과정이 반복되고, 이동

성 로봇 CMM 암(700)은 충전/통신대(711)로 돌아온다. 측정 결과들은 이동성 로봇 CMM 암(700)로부터 통신 네트워크

(720)를 거쳐 특정 컴퓨터로 업로드 된다. 적어도 하나의 목표물(714) 위치에서 물체 좌표계(361)에 대한 물체(9) 위의 자

료 기준이 측정된다. 이는 물체 좌표계(361)와 글로벌 좌표계(461) 사이의 기준을 제공한다.

도 74의 측정 과정을 참조하자면,

- 최초 단계(741)에서는, 이동성 로봇 CMM 암(700)을 최초 목표물로 이동시키고,

- 단계(742)에서는, 이동성 로봇 CMM 암(700)을 목표물 위에 정지시키고 못 박힌 발(706)을 내리고,

- 단계(743)에서는, 로컬 기준 콘(713)들을 측정함으로써 이동성 로봇 CMM 암(700)을 그것들에 참조하고,

- 단계(744)에서는, 이동성 로봇 CMM 암(700)은 측정 프로그램(389)에 따라 물체(9)를 측정하고,

- 단계(745)에서는, 못 박힌 발(706)을 들어 올리고,

- 단계(746)에서는, 프로그램이 종료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종료되었다면 단계(747)로, 종료되지 않았다면 단계(748)로 가

고,

- 단계(747)에서는, 이동성 로봇 CMM 암(700)을 다음 목표물로 이동시키며 단계(742)로 가고,

- 단계(748)에서는, 이동성 로봇 CMM 암(700)을 충전/통신대(711)로 복귀시키고,

- 단계(749)에서는, 측정 결과들을 업로드 한다.

이 과정은 측정 과정의 한 예시에 불과하며 하나의 가능한 측정 과정을 설시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 실시예가 이 측정 과정

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예컨대, 측정 과정에 있어 일부분으로 추가적인 배터리 충전 단계가 필요할 수도 있다.

자동화된 유도 차량의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들은 본 이동성 로봇 암(700)이 본 적용에 필요한 모든 장치들

을 제공한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예를 들어, 차량의 조향을 위한 바퀴 각의 자동식 기동(actuation)이 제공된다. 테이프

추적 및 목표물 인식을 위한 알고리즘이 제공된다. 기준 콘들의 위치에 대한 지도가 제공된다. 충돌 가능성을 간파하기 위

한 안전 센서가 공급된다. 시각적 또는 청각적 경고 시스템이 공급된다.

본 실시예 5의 범위는 설명된 방법 및 장치에 국한되지 않고 대형 물체에 대해 정밀하고 탄력적인 자동식 측정을 위한 이

동성 로봇 CMM 암(700)을 제공하는 모든 방법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이동성 로봇 CMM 암(700)은 셋, 다섯 또는 그 이

상의 바퀴를 가질 수 있다. 삼각 기부(704)는 넷 또는 그 이상의 못 박힌 발을 가질 수 있고, 발 내림 엑츄에이터(707)는 각

각에 대해 일정한 힘을 제공할 수 있다. 각 바퀴(702)는 독립적으로 조향 가능할 수 있다. 테이프(712) 및 목표물(714) 대

신 무선 위치 시스템(radio location system) 또는 추측 항법 시스템(dead reckoning system)이 사용될 수 있다. 기준 콘

(713) 대신에 공구 구체(tooling spheres), 광 목표물 또는 임의의 다른 접촉 또는 비접촉 기준 인공물들이 사용될 수 있

다. 복수 및 예비 배터리(705)가 제공될 수 있다. 측정 결과의 처리는 이동성 로봇 CMM 암(700) 또는 네트워크 상의 컴퓨

터에서 수행될 수 있다. 차량(701)은 로봇 CMM 암(1) 및 삼각 기부(706)와 함께 독립 유닛으로 결합될 수도 있고, 삼각 기

부(406) 위의 로봇 CMM 암(1)을 한 포지션에서 다른 포지션으로 끌고 그 후 측정 과정 중에는 물러날 수도 있다. 차량

(701)은 배터리, 영구 부착된 케이블을 통한 전류, 레일로부터의 전류, 연료 전지 및 휘발유와 같은 연소 물질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다양한 전력원에 의해 구동되고 작동될 수 있다. 실시예 5에 대한 추가적 실시예에서 운동학 마운트

(kinematic mounts)가 바닥(718)에 단단히 고정된다. 로봇 CMM 암(1)은 이동성 로봇 CMM 암(700)에 의해 올려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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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질 수 있다. 이동성 로봇 CMM 암(700)은 테이프(712)를 따라 가다가 운동학 마운트에서 멈춘다. 로봇 CMM 암(1)은

운동학 마운트로 내려진다. 자동 잠금 장치는 로봇 CMM 암(1)을 반복 가능한 포지션 및 방위에 위치시키고 고정시킨다.

이러한 운동학 마운트의 반복 가능성은 포지션에서 10 미크론보다 우수하다. 120도 방위를 가지는 세 개의 실린더와 같이

본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공지된 운동학 마운팅(mounting) 방법이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 이용된다. 이

동성 로봇 CMM 암(700)의 사용에 앞서 바닥에 고정된 운동학 마운트 각각에 놓인 로봇 CMM 암(1)의 포지션과 방위를 측

량하기 위해 라이카 광학 추적기와 같은 정밀한 3차원 측정 장치가 사용된다. 이 방식으로, 로봇 CMM 암(1)은 이동성 로

봇 CMM 암(700)이 사용되는 매 시간 매 위치마다 기준 콘(713)을 참조할 필요 없이 알려진 글로벌 좌표계(461)에 놓인

다.

[실시예 6]

<배치 가능한 외골격을 구비한 로봇 CMM 암>

실시예 6에서는 배치 가능한(displaceable) 외골격을 구비한 로봇 CMM 암의 실시예가 개시된다. 로봇 CMM 암을 위한

로봇 프로그램은 오프라인으로 생성되거나 일련의 로봇 움직임에 대한 쌍방향 교수에 의해 생성될 수 있다는 것이 이미 개

시되었다. 로봇 CMM 암을 프로그래밍 하는 두 방법은 모두, 많은 물체들에 있어, 수동 CMM 암을 사용하여 물체를 수동

측정하는 것보다 매우 느리다.

첫 번째 물체는 외골격이 제거된 상태로 수동 측정하고, 유사한 모든 추가 물체들은 외골격이 제자리에 놓여진 상태에서

자동으로 측정하도록 배치 가능한 외골격을 구비한 로봇 CMM 암을 제공하는 것이 본 실시예 6의 목적이다.

도 75에는, 배치 가능한 외골격(750)을 구비한 로봇 CMM 암이, 제거되거나 접어 넣어진 외골격(6) 및 수동으로 조작 가능

한 내부 CMM 암(5)과 함께 도시되어 있다. 도 76에는, 외골격(6)의 전치 중에는 CMM 세그먼트3(33)이 외골격 세그먼트

3(43)으로부터 들어 올려질 수 있도록, 외골격 세그먼트3(43)이 밀링된 홈(slot)을 구비한 튜브의 형태로 제공되어 있다.

CMM 세그먼트5(35)는 외골격 세그먼트5(45)로부터 유사하게 들어 올려질 수 있고, CMM 세그먼트8(38)은 외골격 세그

먼트8(48)로부터 유사하게 들어 올려질 수 있다. 홈이 파여진 튜브는 요구 강도를 제공하기 위해 충분한 벽 두께를 가진다.

도 77에서, 외골격 세그먼트3(43)에 부착된 전동 수단 3(73)은 상부 베어링(751), 하부 베어링(752) 힌지(hinge)(753)를

포함하고, 체결구(754)가 풀러졌을 때 CMM 세그먼트3(33)이 들어올려 질 수 있도록 체결구(754)를 추가로 포함하는 분

리 베어링 어셈블리 형태로 제공된다. 전동 수단 5(75) 및 전동 수단 7(77)은 분리 베어링 어셈블리로서 유사하게 제공된

다.

도 78의, 배치 가능한 외골격(75)을 구비한 로봇 CMM 암을 이용한 측정 과정을 참조하면,

- 최초 단계(760)에서는, 내부 CMM 암(5)로부터 외골격을 전치하며, 배치 가능한 외골격(750)을 구비한 로봇 CMM 암은

적합한 공간 배치로 옮겨지는데, 여기서 (a) 내부 CMM 암(5)은 외골격(6)으로부터 쉽게 풀러질 수 있으며, (b) 외골격(6)

은 내부 CMM 암(5)이 장차 수동 사용되는 경우에는 치워지고, 전동 수단은 수동으로 풀러지며, 내부 CMM 암(5)은 외골

격(6)으로부터 들어 올려지고, 선택적으로, 외골격은 예컨대 힌지에 의해 내부 CMM 암(5)로부터 더 멀리 접어 넣어질 수

있으며, 선택적으로 외골격(6)은 예컨대 기계적으로 볼트를 풀거나 전기적으로 플러그를 뽑음으로써 제거될 수 있고,

- 단계(761)에서는, 내부 CMM 암(5)을 이용하여 물체(9)를 수동 측정하고,

- 단계(762)에서는, 외골격이 접어 넣어지거나 제거되었다면 제자리로 되돌리고, 내부 CMM 암(5)을 외골격(6) 안으로 들

어 올리며, 전동 수단을 체결하고,

- 단계(763)에서는, 배치 가능한 외골격(750)을 구비한 로봇 CMM 암을 이용하여 하나 이상의 유사한 물체(9)를 자동으

로 측정한다.

본 실시예 6의 범위는 개시된 방법 및 장치에 국한되지 않고 배치 가능한 외골격(750)을 구비한 로봇 CMM 암을 제공하는

모든 방법을 포함한다. 외골격의 전치는 개시된 수단, 즉 치우는 방식, 제거하는 것 및 접어 넣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내부

CMM 암이 수동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외골격을 전치하는 임의의 수단을 포함한다. 본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이해되는 바와 같이, 배치 가능한 외골격(750)을 구비한 로봇 CMM 암에는 수동 및 자동 작동이 모두 가능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모든 장치가 제공된다. 많은 사용자들은 다양한 측정 물체를 가지고 있으며, 몇몇 물체는 수동 CMM 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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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했을 때 최상의 측정이 이루어지고, 다른 물체들은 로봇 CMM 암을 사용했을 때 최상의 측정이 이루어진다. 배치 가능

한 외골격(750)을 구비한 로봇 CMM 암은 한번의 구매로 사용자에게 수동 CMM 암 및 로봇 CMM 암을 모두 제공한다. 배

치 가능한 외골격(750)을 구비한 로봇 CMM 암은 조립, 테스트 및 수리가 용이하다는 추가적인 이점도 가진다.

[제7 실시예]

<결합된 로봇 CMM 암>

본 제7 실시예에서는, 결합된 CMM 암과 로봇 외골격을 포함하는 로봇 CMM 암이 개시된다. 충분한 조인트를 구비한

CMM 암은 공간 과잉도(spatial redundancy)를 나타내며, 탐침(probe) 단부의 대부분의 주어진 위치 및 방향에 대해서,

암의 중간 조인트가 가질 수 있는 서로 다른 위치의 연속적인 세트가 있다. 중간 조인트가 중력 또는 관성력 하에서 가속되

는 것을 제한하면서 CMM 암의 탐침 단부를 조작하기 위해서는, CMM 암은 적어도 두 개의 위치, 즉 탐침 단부 근방과 중

간 위치에서 로봇 외골격에 의하여 지지되어야 한다. 결합된 로봇 CMM 암의 구체적인 실시예가 이하에서 개시된다. 도

79를 참조하면, CMM 암(5)과 로봇 외골격(6)은 평면(7) 상에서 서로에 인접하게 설치되어 결합된 로봇 CMM 암(780)을

형성한다. CMM 암(5)과 로봇 외골격(6) 사이의 기부(base) 분리 거리는 부분적으로는 그 용도에서의 요구 조건과 CMM

암 및 로봇 외골격의 도달 거리에 따라서 최적화된다. CMM 암은 그 종단 세그먼트(38)에서 탐침(90)을 지지한다. CMM

암(5) 및 로봇 외골격(6)은 종동 빔(Driven Beam)(771) 및 종동 선형축(779)에 의하여 두 군데에서 연결된다. 종동 빔

(771)은 로봇 그리퍼(770)가 로봇 외골격 조인트7(67) 주위로 회전되도록 로봇 그리퍼(770)에 단단하게 부착되고 종동

빔(771)은 원형 경로를 그리게 된다. 종동 빔(771)은 로봇 외골격(6)이 CMM 세그먼트7(37)의 위치 및 방향을 조절할 수

있도록, 회전식 칼라(collar)(772) 및 부분적으로 제한된 유니버설 조인트(778)에 의하여 CMM 세그먼트7(37)에 부착된

다. 종동 선형축(779)은 로봇 외골격 세그먼트(5, 45)와 CMM 세그먼트5(35)의 사이에 부착된다. 종동 선형축(779)은 회

전식 칼라(774) 및 유니버설 조인트(776)에 의하여 로봇 외골격 세그먼트(5, 45)에 부착된다. 종동 선형축(779)은 회전식

칼라(775) 및 유니버설 조인트(777)에 의하여 CMM 세그먼트5(35)에 부착된다. 종동 선형축(779)은 로봇 외골격(6)의 7

개의 종동축에 추가하여 8번째의 종동축을 구성한다. 종동 선형축(779)은 관련 기술 분야에서 잘 알려진 수단을 이용하여

프로그램 제어 하에서 길이가 증가/감소될 수 있다. 종동 선형축(779)의 길이를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관련된 세그먼

트와 CMM 조인트(4, 54)에서의 CMM 암(5)의 엘보의 위치 과잉도를 제한할 수 있다. 9번째 종동축인 종동 회전축(773)

은 CMM 조인트7(57)을 구동하고 탐침(90)이 CMM 세그먼트8(38)의 축 주위로 회전할 수 있게 한다.

로봇 외골격(6)이 CMM 암(5)과 결합하여 결합된 로봇 CMM 암(780)을 제공하는 많은 실시예가 있다. 본 제7 실시예의 범

위는 이러한 제7 실시예에서 앞서 개시된 결합된 로봇 CMM 암(780)에 제한되지 않고, 전달 수단 및 다른 수단에 의하여

로봇 외골격(6)과 CMM 암(5)을 결합하는 모든 형태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추가적인 실시예에서는, CMM 암(5)과 로봇

외골격(6)은 세 군데 이상에서 연결될 수 있다. CMM 암(5)이 공간 과잉도를 나타내고 중간 조인트의 공간 배향이 중요하

지 않은 별도의 실시예에서, CMM 암(5) 및 로봇 외골격(6)은 단지 탐침 단부에서만 연결될 수 있다. CMM 암(5)이 공간

과잉도를 나타내지 않는 다른 실시예에서, CMM 암(5)과 로봇 외골격(6)은 단지 탐침 단부에서만 연결될 수 있다.

[제8 실시예]

<외골격을 구비한 수동 CMM 암>

통상적인 사용 모드에서 일반적인 수동 CMM 암에는 다음의 힘/모멘트가 작용한다:

- 지지 구조물에 단단하게 설치되어 있는 기부(2)를 통하는 것

- 지지 구조물에 단단하게 설치되어 있는 물체와 접촉되는 접촉 탐침(95)을를 통하는 것

- 작동 인력의 좌측 손을 통하는 것

- 작동 인력의 우측 손을 통하는 것

- 전체 수동 CMM 암에 작용하는 중력

- 평형력 스프링 부착물을 통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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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오차를 발생시키는 작은 기하학적 변형을 유발하는 수동 CMM 암에 작용하는 힘/모멘트를 포함하여 측정 목적을 위

한 건전성을 떨어뜨리는 수동 CMM 암의 측정 오차의 많은 원인이 있으며, 수동 CMM 암에서 가장 중요한 측정 오차들은

다음을 포함한다:

- 원인 1: 수동 CMM 암이 우발적으로 떨어지거나 단단한 물체에 부딪혀서 유발되는 손상. 손상의 제1 모드에서는, 심각

한 손상의 경우 수동 암은 수리 및 재교정을 위하여 제조자에게 다시 보내야 한다. 손상의 제2 모드에서는, 수개월 및 수년

에 걸친 타격의 축적에 의하여 수동 CMM 암의 조인트들은 느슨해지고 정확성을 잃게 된다.

- 원인 2: 작동 인력의 좌측 및 우측 손을 통하여 수동 CMM 암에 가하여지는 힘 및 모멘트. 이러한 힘 및 모멘트는 수동

CMM 암의 베어링 및 세그먼트들을 변형시킬 수 있다. 접촉 탐침(95)이 물체 또는 지지 구조물과 접촉되어 있다면 이러한

힘 및 모멘트들은 확대될 수 있다. 베어링 및 세그먼트 변형의 나쁜 일례는, CMM 세그먼트3-5(33-35)가 정렬되어 있고

작동 인력이 그의 손으로 CMM 세그먼트3-5(33-35) 및 CMM 조인트3-4(53-54)를 가로질러 굽힘 모멘트를 가하여 0.5

mm 수준의 오차가 유발되는 경우이다.

- 원인 3: 내부 가공 스프링과 같은 보상 장치(210)가 CMM 조인트2(22) 내에 설치된 경우에 CMM 세그먼트2(32)와

CMM 세그먼트3(33) 사이의 CMM 조인트2(22)를 가로지르는 평형력 모멘트는 통상적으로 세그먼트(3)의 수직 방향에서

0 Nm 근방 내지 세그먼트(3)의 수평 방향에서 약 10 Nm의 범위에서 변할 수 있다. 이러한 가변 모멘트는 두 가지 근원의

측정 오차, 즉 모멘트의 작용으로 인한 CMM 세그먼트3(33)의 휨과, CMM 조인트2(52)의 베어링을 가로질러 모멘트를 가

함으로써 발생되는 부정확성을 유발한다.

- 원인 4: 작동 인력의 손으로부터의 국부적인 비대칭 열전달.

- 원인 5: 수동 CMM 암의 비-영구적으로 회전하는 축이 충돌 정지부에 대하여 충돌하여 수동 CMM 암에 대한 충격을 유

발하는 것.

- 원인 6: 수동 CMM 암의 비-영구적으로 회전하는 축이 충돌 정지부에 대하여 구부러져서 수동 CMM 암에 대한 굽힘 모

멘트를 일으키는 것. 이러한 굽힘 모멘트는 상당히 높을 수 있다(축(2)에 대한 10 Nm을 초과하는 토크도 드물지 않음).

- 원인 7: 스캐닝이 스트라이프 탐침(97)을 이용하는 경우와 같이 수동 CMM 암이 이동하면서 측정이 수행되는 경우에 수

동 CMM 암의 질량 및 관성이 동적인 측정 오차를 유발한다. 수동 CMM 암의 전형적인 10kg 질량의 많은 부분은 재교정의

필요 없이 오작동을 극복할 수 있는 강건한 수동 CMM 암을 제조할 필요에 기인하는 것이다.

- 원인 8: 접촉 탐침(95)의 첨단부의 접촉을 통하여 암에 가하여지는 힘. 이런 식으로 수동 CMM 암의 상당한 양이 접촉 탐

침(95)을 통하여 작용한다. 작업자(11)가 수동 CMM 암을 누르고 있다면 작업자의 중량의 일부도 접촉 탐침(95)을 통하여

작용할 수 있다.

- 원인 9: 광학 탐침(91)이 작업자에 의하여 쥐어져 있을 때 광학 탐침(91)을 통하여 가하여지는 힘 및 모멘트.

- 원인 10: 운반 중에 가하여지는 충격 및 진동. 많은 경우에 운반 용기의 디자인이 암에 대한 바람직하지 않은 힘 및 모멘

트를 발생시킬 수 있다.

시장에는 수천 가지의 수동 CMM 암이 있고 그것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정밀해져 왔다. 더 새롭고 더 정확한 암에

있어서 주요한 사용자측의 문제점은 정확성과 강건성(robustness) 사이의 절충이다. 수동 CMM 암이 더 정확해짐에 따라

그것들의 강건성은 떨어지게 된다. 제조 장소의 교정 설비에서는 정확하던 암이 고객에게 운반될 때에 정확성을 잃거나 고

객이 짧은 시간을 사용한 후에 정확성을 잃을 수도 있다.

본 제8 실시예에서, 외골격을 가진 수동 CMM 암으로서, 가벼운 내부 CMM 암과 작업자에 의하여 유지되는 외골격을 포함

하는 수동 CMM 암이 개시되는데, 이는 상기 측정 오차의 원인을 극적으로 감소시키고, CMM이 직접 작업자에 의하여 유

지되는 동등한 수동 CMM 암보다 더 강건하고 더 정확하다는 이점이 있다.

이제 도 80a를 참조하면, 케이블(152)에 의하여 휴대형 컴퓨터(151)에 연결된 외골격을 구비한 수동 CMM 암(800)을 포

함하는, 외골격 시스템을 구비한 수동 CMM 암(802)가 제공된다. 외골격을 구비한 수동 CMM 암(800)은 기저 단부(2)와

탐침 단부(3)를 포함한다. 외골격을 구비한 수동 CMM 암(800)은 표면(7)에 장착된다. 탐침(90)은 외골격을 구비한 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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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M 암(800)의 탐침 단부(3) 상에 장착된다. 광학 탐침(91)도 외골격을 구비한 수동 CMM 암(800)의 탐침 단부(3)를 향

하여 장착된다. 작업자 버튼(183)이 탐침 단부(3)에 인접하여 장착된다. 외골격을 구비한 수동 CMM 암(800)은 기부(4),

내부 CMM 암(5), 외골격(801), 외골격 조인트2(62) 상의 보상 장치(210) 및 전달 수단(10)을 포함한다. 측정되는 물체(9)

는 표면(7) 상에 위치한다.

외골격(801)은 경량이고 전달 수단(10)은 내부 CMM 암(5)의 응력이 최소화되도록 내부 CMM 암(5)을 지지한다. 외골격

(801)은 내부 CMM 암(5)을 보호한다. 외골격(801)은 긴 세그먼트(xxx, xxx)의 양측에서 통상적으로 0.1 내지 5 mm의

세그먼트 휨에 순응하나, 세그먼트 휨은 5 mm를 넘거나 0.1 mm 미만이 될 수도 있다. 외골격(801)의 어떠한 구부러짐도

뻣뻣한 내부 CMM 암(5)을 지지함에 있어서 전달 수단(10)의 순응에 의하여 감당된다. 다른 실시예에서, 외골격(801)은

강체일 수 있다. 외골격(801)은 탄소 섬유 또는 경 플라스틱(stiff plastic)과 같은 강하고 가벼운 재료로 제조되나, 어떠한

기능성 재료로도 제조될 수 있다. 외골격(801)은 내부 CMM 암(5)을 완전히 둘러싸서 그것을 충분히 보호하나, 다른 실시

예에서는 내부 CMM 암을 부분적으로 둘러쌀 수도 있다. 외골격(801)은 작업자에 의하여 유지되도록 인간공학적으로 설

계된다. 내부 CMM 암(5)은 경량이다. 외골격(801)의 보호 때문에, 내부 CMM 암(5)은 지나친 하중을 극복할 만큼 강하게

설계될 필요가 없다. 내부 CMM 암(5)은 외골격(801)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장식, 전자기기, 인간 공학, 환경적 밀폐, 통상

적인 사용 및 과도한 사용의 보호 기능과 관련되는 추가적인 중량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부 CMM 암

(5)은 단위 길이당 중량이 훨씬 더 가볍다.

외골격을 구비한 CMM 암 발명의 제8 실시예에서 외골격을 구비한 수동 CMM 암(800)은 내부 CMM 암(5)에 부착된 광학

탐침(91)과 함께 사용된다. 외골격(801)은 작업자(11)에 의하여 유지된다. 광학 탐침(91)은 그것이 외골격(801)에 의하여

작업자가 잡는 것으로부터 보호되도록 설계된다. 이런 식으로, 작업자는 내부 CMM 암(5) 또는 광학 탐침(91)에 직접적인

응력을 가할 수 없고, 외골격 시스템을 구비한 수동 CMM 암(802)은 외골격(790)이 없는 동등한 수동 CMM 암보다 더 정

확하게 된다.

대안적인 실시예에서, 외골격을 구비한 수동 CMM 암(800) 발명은 내부 CMM 암(5)에 부착된 접촉 탐침(90)과 함께 사용

된다. 외골격(801)은 작업자(11)에 의하여 유지된다. 이런 식으로, 작업자는 내부 CMM 암(5) 또는 접촉 탐침(90)에 직접

적인 응력을 가할 수 없고, 외골격 시스템을 구비한 수동 CMM 암(802)은 외골격(790)이 없는 동등한 수동 CMM 암보다

더 정확하게 된다.

<무선 버튼 장치>

지금까지, 외골격을 구비한 수동 CMM 암(800)의 제어를 위한 버튼은 암으로 그리고 암을 통하여 배선되었다. 이는 버튼

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고정된 위치로 제한하거나, 기껏해야 제7 축 상이나 슬립-링을 구비한 회전식 버튼 칼라(collar)

상의 회전식 위치로 제한한다. 외골격을 구비한 수동 CMM 암(800)의 제어를 위한 새로운 실시예는 어디서나 사용자가 제

어 버튼(183)을 편리하게 위치시킬 수 있는 통합된 무선 버튼 장치(814)를 제공하는 것이다. 상기 무선 버튼 장치(814)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버튼(183), 송신기(815)를 포함하고 일체 완비된 배터리(816)에 의하여 동력이 공급된다. 무선 버튼

장치(814)는 무선 버튼 장치를 위한 장착대를 포함하는 캐리어(843)와 상기 캐리어를 외골격(6)을 따라 거의 어디에나 고

정시키기 위한 하나 이상의 벨크로 스트랩(velcro strap)(844)을 구비한다. 외골격 시스템을 구비한 수동 CMM 암에 일체

화되고 기부(4) 내에 설치된 무선 수신기(847)가 제공된다. 무선 수신기(847)를 위한 안테나(848)는 구비될 수도 있고 구

비되지 않을 수도 있다. 안테나(848)는 외부에 장치될 수도 있고 그리고/또는 탈착가능할 수도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는,

외골격(6)의 각각의 긴 원통형 부분에 활주 및 회전식 캐리어(845)가 제공된다. 무선 버튼 장치(814)는, 어떤 호환성 캐리

어에 신속하게 탈착되도록 하기 위해서 캐리어(843) 또는 활주 및 회전식 캐리어(845)에 대한 간단하고 호환되는 압착 접

합부를 구비한다. 활주 및 회전식 캐리어(845)는 그에 대응하는 외골격 부분으로부터 통상적으로는 떼어지는 것은 아니

다. 상기 활주 및 회전식 캐리어는 간단한 브레이크/릴리스 제어부(846)를 구비한다. 브레이크 위치에서는 상기 활주 및

회전식 캐리어가 활주하거나 회전하지 못한다. 릴리스 위치에서는 작업자는 상기 활주 및 회전식 캐리어를 원하는 위치로

활주시키거나 회전시킬 수 있다. 브레이크/릴리스 제어부(846)는 한 손으로 조작될 수 있다. 버튼(183)은, 외골격을 구비

한 수동 CMM 암(800)이 포인터로서 작용하고 버튼(183)이 선택 버튼으로서 작용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포인트와 선택

기능을 포함하는 적절한 시스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의하여, 외골격을 구비한 수동 CMM 암의 어떠한 기능도 제어

할 수 있다.

<충돌 정지부>

이제 도 80b를 참조하면, 외골격을 구비한 수동 CMM 암(800)에는, 조인트 센터2(22) 뒤의 암의 세그먼트가 중력의 작용

하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기부 단부(2)가 수직 상방으로 배향되어 있고 조인트 센터4(24)가 가장 높은 조인트 센터이고 탐

침 단부(3)가 기부(4)를 향하여 아래로 매달려 있을 때에 암이 정지 위치에서 놓여 있게 하기 위하여, 충돌 정지부(b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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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818)가 구비된다. 외골격 조인트2(62) 상의 충돌 정지부(818)는, 조인트 센터2(22) 뒤에 놓여 있는 외골격을 구비

한 수동 CMM 암(800)의 외골격 조인트2의 무게 중심이 조인트 센터2(22)로부터 상방으로 수직축의 충돌 정지부 측을 향

하여 위치하도록, 외골격 조인트2(62)가 외골격 조인트1(61)을 바로 지나게 되는 수직 위치를 지나는 정지각 R에 위치한

정지 상태를 제공한다. R은 통상적으로는 5도이나, 그보다 더 클 수도 있고 더 작을 수도 있다. 외골격(802)이 충돌 정지부

(818)에 맞대어서 정지 상태에 있을 때에, CMM 조인트2(52)는 어떠한 단단한 제한부에 도달하기 전에 자유롭게 상당량

회전할 수 있다. 외골격(802) 내에 작용하는 충돌 정지부(818)의 이점은, 외골격(802)이 충돌 정지부(818)에 대하여 세게

압박된다면 충돌 정지부(818)가 접촉 또는 굽힘 모멘트를 발생시킬 때에 내부 CMM 암(5)은 충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다. 이는 내부 CMM 암(5)의 설계가 더 경량으로 될 수 있고 외골격을 구비한 수동 CMM 암(800)은 전체로서 더욱 강건해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충돌 정지부(818)에 인접하여 또는 지레 장치의 다른 위치에 위치한 자석(817)이, 자기적 인

력을 이기고 조인트 센터2(22)의 회전을 시작시키기 위한 실체적인 초기 힘을 얻기 위하여 외골격 세그먼트2(42)와 외골

격 세그먼트3(43) 사이에 제공될 있다. 대안적인 실시예에서, 자석(817)은 충돌 정지와 자석 제한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

<특성 및 측정 오차의 감소>

외골격을 구비한 수동 CMM 암(800)은 본 발명에서 앞서 개시된 수단의 이익을 포함하는 다수의 실시예에서 제공될 수 있

다. 이러한 수단은, 하나, 둘 또는 그 이상의 판독-헤드(186)를 구비한 CMM 인코더(178), CMM 온도 센서(180), CMM 스

트레인 게이지(181), 스탠드(110) 및 다른 설치 수단, 프리-스트레스트 베어링, 여러 형태의 광학 탐침, 힘 탐침(99)을 포

함하는 여러 형태의 접촉 탐침, 다수의 탐침, 동기화, 능동 전달 수단, 암 및 그에 장착된 탐침와 같은 장치 중 일부 또는 모

두를 위한 배터리와 배터리 재충전기, 그리고 외골격 시스템을 구비한 수동 CMM 암(802)이 기능할 수 있게 하는 여러 디

자인의 시스템 구조물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는 않는다.

제8 실시예의 이러한 외골격을 구비한 수동 CMM 암(800)은 여러 방면으로 측정 오차의 원인을 감소시킨다.

원인 1의 감소: 외골격을 구비한 수동 CMM(810)은 합리적인 사용 수준까지는 부딪치고 떨어질 수 있도록 설계된다. 외골

격(801)은 외골격(801)에 의하여 보호되는 내부 CMM 암(5)에 있어서의 대부분의 충격과 전달 수단(10)을 통해서만 전도

되는 모든 충격 진동을 흡수한다. 떨어진 경우에 가장 충격을 받기 쉬운 지점 중 하나는 탐침(90)이고 이러한 측정 오차의

원인을 줄이기 위한 추가적인 수단은 본 명세서에서 이후에 개시된다.

원인 2의 감소: 전달 수단(10)에 의해서, 중력에 반대로 작용하는 최적의 지지력만이 외골격 시스템을 구비한 수동 CMM

암(812)의 내부 CMM 암(5)에 가해지는 것이 확보된다. 이런 식으로, 작동 인력에 의하여 가하여지는 토크는 내부 CMM

암(5)을 가로질러 작용되지 않고 대체로 외골격(801)에 의하여 흡수된다. 이에 포함되는 경우로는, CMM 세그먼트 3 및 4

(33, 34)가 정렬되어 있고 작동 인력이 그의 손으로 외골격 세그먼트3-5(43-45)와 외골격 세그먼트3-4(63-64)를 가로

질러 굽힘 모멘트를 가하며, 전달 수단은 강성이 낮고 많은 모멘트를 전달하지 않고 휨을 흡수하기 때문에 상기 외골격 세

그먼트들은 CMM 세그먼트3-5(33-35)와 CMM 조인트3-4(53-54)를 가로질러 상당한 굽힘 모멘트를 가하지 않으면서

휘게 되는 케이스가 있다.

원인 3의 감소: 보상 장치(210)로부터의 평형력 토크는 내부 CMM 암(5)을 가로질러 작용되지 않고 외골격(801)을 통하

여 가하여진다. 이는 간단하게 지지되는 CMM 세그먼트3(33)에는 보상 장치(210)로부터의 모멘트가 작용하지 않음을 의

미한다. CMM 세그먼트3(33)의 편향은, 평형 토크가 CMM 세그먼트3(33)에 인가되는 해당 수동 CMM 암보다 대략 30배

적다. 평형 토크가 CMM 세그먼트3(33)에 가해지는 이러한 수동 CMM 암은 보다 강성이 크고 보다 무거운 CMM 세그먼

트3(33)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외골격(810)을 구비한 수동 CMM 암은, 평형 토크가 CMM 세그먼트3(33)에 가해지는 수

동 CMM 암보다 정확하고 가볍다.

원인 4 감소: 작업자의 손은 내부 CMM 암이 아닌 외골격을 유지한다. 외골격은 내부 CMM 암과 단열되어 작업자의 손을

통한 국소적인 열전달을 상당히 저감시킨다.

원인 5 감소: 외골격에 충돌 정지부가 구비되어 내부 CMM 암에는 충돌 정지부가 필요치 않다. 작업자가 외골격(810)을

구비한 수동 CMM 암을 이동시키고 그 수동 CMM 암이 충돌 정지부와 충돌되어 외골격(801)이 급속히 감속되는 경우에,

전달 수단(10)이 일부 충격을 흡수하여 내부 CMM 암(5)의 감속 레벨을 저하시킨다.

원인 6 감소: 외골격에 충돌 정지부가 구비되어 내부 CMM 암에는 충돌 정지부가 필요치 않다. 작업자가 외골격(810)을

구비한 수동 CMM 암을 충돌 정지부에 대해 굽히면, 외골격(801)이 편향되면서 모든 굽힘 모멘트를 흡수하여, 내부 CMM

암(5)에는 굽힘 모멘트가 가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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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7 감소: 외골격(810)을 구비한 수동 CMM 암의 내부 CMM 암(5)은 수동 CMM 암보다 매우 가벼울 수 있다. 이는 동

적 스캔 성능의 측정 오차를 저하시킨다.

<탐침 및 광학 탐침 커버>

도 81을 보면, 탐침 커버(803)가 외골격(801)의 탐침 단부에 부착된다. 탐침 커버(803)는 3가지 사용 모드, 즉 하강 모드,

변위 모드 및 후퇴 모드를 갖는다. 탐침 커버 레버(805)가 탐침 커버(803)를 3가지 사용 모드 사이에서 이동시키는 데 사

용된다. 하강 모드에서, 탐침 커버(803)는 우발적인 충격의 경우에 탐침(90)을 보호하며, 하강 모드는 새 위치로 수송하거

나 새 위치에서 조립하는 경우에 그리고 광학 탐침(91)을 사용하는 경우에 통상적인 모드이다. 변위 모드에서, 탐침 커버

(803)는 탐침(90)이 접촉 측정을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변위가능하다. 탐침 커버(803)는 탐침 커버 스프링(806)에

대해 축방향으로 상향으로 변위되어, 탐침(90)을 덮고 측방향 충격으로부터 탐침(90)을 보호하는 위치에 있게 된다. 탐침

(90)이 축방향으로 하강되어 물체(9)에 놓이게 되면, 탐침 커버 스프링(806)이 외골격(800)을 구비한 수동 CMM 암의 중

량을 일부 부담하게 되어 보정기의 역할을 하게 된다. 후퇴 모드에서는, 탐침 커버(803)가 후퇴되어, 탐침(90)이 완전히 노

출된다. 탐침 커버(803)는, 탈착가능 바늘이 있거나 없는 접촉 트리거 탐침(92), 탈착가능 바늘이 있거나 없는 힘 탐침(99)

및 고정 접촉 탐침(95)을 비롯하여 특히 비가요성 혹은 취성 탐침(90)과 같은 임의 유형의 탐침(90)과 함께 사용될 수 있

다. 탐침 커버(803)는 대부분 엔지니어링 소재로 제조될 수 있지만, 가볍고 경도가 있는 소재가 바람직하다. 고무와 같은

연질 코팅재가 파지 기능과 3가지 모드 사이에서의 이동 기능을 위해 바람직하다. 탐침 커버(803)는 투명할 수 있어 그를

통해 탐침(90)을 볼 수도 있다.

이유 8 감소: 탐침 커버(803)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방식에 의해 이러한 측정 오차 이유를 감소시킨

다. 하강 모드 및 변위 모드에서, 탐침 커버(803)는 외골격(810)을 구비한 수동 CMM 암의 중량을 외골격(801)을 통해서

흡수하여 탐침(90)을 충격으로부터 보호한다. 변위 모드에서 측정시, 작업자에 의해 외골격(810)에 작은 추가 압력이 가해

져, 탐침(90)이 작은 접촉력하에서 물체(9) 표면과 접촉하게 되며, 이때 이상적인 접촉 중량은 10-30g 범위이다. 레니쇼

TP 20 탐침이 탐침(90)에 바람직하지만, 대부분의 접촉 트리거 탐침과 고정 탐침도 사용될 수 있다. 후퇴 모드에서는, 측

정 오차 감소는 없지만, 후퇴된 탐침 커버(803)는 접근하기 곤란한 측정 영역에 외골격(810)을 구비한 수동 CMM 암이 완

전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점을 갖는다.

도 82a를 보면, 광학 탐침 커버(804)가 도시되어 있다. 광학 탐침 커버(804)는 외골격(801)에 부착되며, 광학 탐침(91)을

보호할 수 있도록 배치된다. 광학 탐침 커버(804)는 작업자(11)에 의해 유지될 수 있으며, 힘이나 모멘트를 광학 탐침(91)

으로 전달하지 않는다. 광학 탐침 커버(804)는 우발적인 충격의 경우에 광학 탐침(91)을 보호한다. 도 82b를 보면, 광학 탐

침 커버(804)는 제2 기능인 손잡이 역할을 하며, 이로 인해 외골격(800)을 구비한 수동 CMM 암을 작업자(11)가 보다 쉽

게 취급할 수 있게 된다. 광학 탐침 커버(804)와 탐침 커버(803) 중 하나나 그 둘 모두는 외골격(800)을 구비한 수동 CMM

암에 구비될 수 있다. 광학 탐침 커버(804)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방식에 의해 측정 오차 이유를 감소

시킨다.

이유 9 감소: 광학 탐침 커버(804)는 외골격(810)을 구비한 수동 CMM 암의 중량을 흡수하며 작업자에 의해 취급될 수 있

다. 광학 탐침(91)은 작업자가 광학 탐침 커버(804)를 다룰 때 힘이나 모멘트를 받지 않는다.

<부분 외골격>

본 제8 실시예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외골격(802)은 CMM 세그먼트에 비해 외골격 세그먼트 수가 적은 부분 외골격

일 수 있다. 도 83a를 보면, 3개의 외골격 세그먼트1-3(41-43)과 2개의 외골격 조인트1-2(61-62)를 포함하는 부분 외골

격(807)이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부분 외골격(807)은, 바람직하게는 가공 스프링으로서 부분 외골격(807)의 포위부 내에

내장되는 보정 장치(210)를 외골격 조인트2(62)에 구비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부분 외골격(807)인 외골격(800)을

구비한 수동 CMM 암이, 평형 암의 할용성에 대한 이점과, 하부 세그먼트 주위의 단일 포위부에 대한 휴대성의 이점과, 보

정 장치가 CMM 세그먼트1-3(31-33)이나 CMM 조인트1-2(51-52)에 모멘트를 인가시키지 않아 제공되는 정확성의 이

점과, CMM 세그먼트1-3(31-33) 주위로 소형으로 안착시켜 깔끔하게 조립할 수 있는 미적 이점을 가진다는 점이다. 부분

외골격은 부분 외골격(807)으로 국한되지 않으며, 부분 외골격(8078)보다 세그먼트 및/또는 조인트의 수가 많거나 적은

부분 외골격을 포함할 수 있다. 도 83b를 보면, 4개의 외골격 세그먼트1-4(41-44)와 2개의 외골격 조인트1-3(61-63)를

포함하는 확장된 부분 외골격(808)이 구비되어 있다. 확장된 부분 외골격(808)은 내부 CMM 암(5)을 부분 외골격(807)보

다 CMM 조인트4(54)에 근접하게 지지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확장된 부분 외골격(808)에서는 부분 외골격(807)에

비해 CMM 세그먼트4(34)에 가해지는 굽힘 모멘트가 작고, 확장된 부분 외골격(808)을 엘보우에서 깔끔하게 마감시킴으

로써 미적 이점을 갖는다는 점이다. 외골격 조인트3(63)는 CMM 조인트3(53)와 거의 동일한 조인트 위치를 갖는다.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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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외골격 조인트3(63)는 엘보우에 보다 근접하게 구비될 수 있으며, 베어링으로서의 전달 수단(4)과 조합될 수 있

다. 하지만, CMM 조인트4(54)는 충격에 노출된다. 도 83c를 보면, 바람직한 부분 외골격 실시예로서 5개의 외골격 세그

먼트1-5(41-45)와 4개의 외골격 조인트1-4(61-64)를 포함하는 확장된 보호 부분 외골격(809)이 구비되어 있다. 외골격

세그먼트5(45)는 엘보우를 덮는 길이가 짧은 세그먼트이며, 충격 흡수 부재로서 범퍼(819)를 포함한다. 확장된 보호 부분

외골격(809)은 확장된 부분 외골격(808)과 동일한 CMM 조인트4(54)에 근접한 영역에서 전달 수단4(74)를 통해서 내부

CMM 암(5)을 지지한다. 짧은 외골격 세그먼트5(45)는 외골격 조인트4(64)를 중심으로 회전한다. 전달 수단5(75)는

CMM 세그먼트5(35)에 가해지는 굽힘 모멘트를 최소화시키도록 구비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짧은 외골격 세그먼트5

(45)와 범퍼(819)에 의해서, CMM 조인트4(54)가 사용 중에 충격으로부터 보호되고, 작업자 손에 의한 열전달이 방지되

며, 사용 중에 엘보우에서 낙하되는 현상이 방지된다. 이러한 부분 외골격 실시예는 위에서 설명한 실시예로 국한되지 않

으며, 외골격(6)의 조인트와 세그먼트의 수가 내부 CMM 암(5)의 조인트와 세그먼트의 수보다 적은 임의의 장치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분 외골격은, 외골격 세그먼트1-5와, 외골격 조인트1-5와, 엘보우 CMM 조인트 앞에 그리고 손목

CMM 조인트6 앞에 위치된 2개의 전달 수단(10)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장치에 의하면, 2개의 긴 CMM 세그먼트를 간

단하게 지지하여, 외골격(6)이 유지되는 위치라면 어느 위치에서나 내부 CMM 암(5)의 대부분에 가해지는 하중이 반복될

수 있는 이점이 생긴다.

<조인트 그룹 분류>

종래 수동 CMM 암에 따르면, CMM 조인트3(53)가 CMM 조인트2(52)보다는 CMM 조인트4(54)에 인접하게 구비되어, 작

업자가 회전 세그먼트를 취급하는 데 불편함이 없다. 이와 유사하게, CMM 조인트5(55)가 CMM 조인트4(54)보다 CMM

조인트6(56)에 인접하게 구비된다. 종래 수동 CMM 암 CMM 조인트의 CMM 조인트 그룹 분류의 쇼울더-엘보우-손목 레

이아웃은 6축 암에 대해 2-2-2이고 7축 암에 대해 2-2-3이다. 수동 CMM 암의 경우에, 질량체를 탐침 단부보다는 베이

스에 근접하게 이동시키는 이점이 있다. 이는 암의 중량이 사용자에게 보다 가볍게 느껴지도록 하고 사용자의 피로가 덜해

짐을 의미한다. 각각의 조인트에는 적어도 베어링과 인코더의 질량체가 있다. 외골격(800)이나, 또는 그의 선택적인 실시

예로서 부분 외골격(807), 확장된 부분 외골격(808) 혹은 확장된 보호 부분 외골격(809)이나, 여타 다른 유형의 부분 외골

격을 구비한 수동 CMM 암의 경우에, 도 83c에 도시된 바와 같이 CMM 조인트3(53)가 CMM 조인트4(54)보다 CMM 조인

트2(52)에 인접하게 구비될 수 있다. 쇼울더-엘보우-손목 각각에 대한 CMM 조인트 그룹 분류는 6축 암에 대해서 3-1-2

이고 7축 암에 대해서 3-1-3이다. 외골격(800)을 구비한 수동 CMM 암에 따르면, CMM 조인트5(55)가 CMM 조인트4

(54)보다 CMM 조인트2(52)에 인접하게 구비될 수 있다. 이는 쇼울더-엘보우-손목 각각에 대한 CMM 조인트 그룹 분류

가 6축 암에 대해서 3-2-1이고 7축 암에 대해서 3-2-2임을 의미한다. 동일 암에 대해서, 쇼울더-엘보우-손목 각각에 대

한 외골격 조인트 그룹 분류가 6축 암에 대해서는 2-2-2이고 7축 암에 대해서는 2-2-3이다. 이는 CMM 조인트 그룹 분

류가 외골격 조인트 그룹 분류와 다르며, 외골격(800)을 구비한 수동 CMM 암이 사용하기에 보다 가볍다는 이점을 제공한

다. 이러한 외골격(800), 부분 외골격(807), 확장된 부분 외골격(808)이나 확장된 보호 부분 외골격(809) 또는 여타 다른

유형의 부분 외골격을 구비한 수동 CMM 암에는 이동 세그먼트당 하나의 전달 수단이 구비될 수 있거나, 이동 세그먼트당

하나 이상의 혹은 그보다 적은 전달 수단이 구비될 수 있다.

<측정 및 스캔 방법>

견고한 접촉 탐침(95)이 탐침 단부(3)에 설치된 외골격(800)을 구비한 수동 CMM 암을 가지고서 수동 접촉 측정을 하기

위한 측정 방법이 제공되며, 이때 작업자는 내부 CMM 암(5)이나 접촉 탐침(95)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 도 83d를 보면, 제

1 단계(881)에서, 작업자는 외골격(800)을 구비한 수동 CMM 암의 외골격(801)을 파지하여 이동시켜서, 접촉 탐침(95)이

소정의 위치에서 물체(9)과 접하도록 한다. 단계(882)에서, 작업자는 작업자 버튼(183)을 눌러 측정을 개시한다. 단계

(883)에서, 외골격 시스템(802)을 구비한 수동 CMM 암이 버튼 개시 신호에 응답하여 접촉 탐침(95)의 위치 및/또는 방향

을 결정한다.

힘 탐침(99)이 탐침 단부(3)에 설치된 외골격(800)을 구비한 수동 CMM 암을 가지고서 자동 접촉 측정을 하기 위한 측정

방법이 제공되며, 이때 작업자는 내부 CMM 암(5)이나 힘 탐침(95)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 도 83e를 보면, 제1 단계(891)

에서, 작업자는 외골격(800)을 구비한 수동 CMM 암의 외골격(801)을 파지하여 이동시켜서, 힘 탐침(99)이 소정의 위치에

서 물체(9)과 접하도록 한다. 단계(892)에서, 힘 탐침(99)은 단계(881)에서의 접촉을 감지하여 외골격 시스템(802)을 구

비한 수동 CMM 암을 자동으로 개시한다. 단계(893)에서, 외골격 시스템(802)을 구비한 수동 CMM 암이 신호에 응답하여

힘 탐침(99)의 위치 및/또는 방향을 결정한다. 이러한 방법은 힘 탐침(99) 대신에 접촉 트리거 탐침(92)을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의 또 다른 이점은 작업자가 포인트를 결정하기 위해서 버튼을 누를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광학 탐침(91)이 탐침 단부(3)에 설치된 외골격(800)을 구비한 수동 CMM 암을 사용하는 비접촉 스캔 방법이 제공되며,

이때 작업자는 내부 CMM 암(5)이나 광학 탐침(91)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 도 83f를 보면, 제1 단계(901)에서, 작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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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골격(800)을 구비한 수동 CMM 암의 외골격(801)을 파지하여 이동시켜서, 소정 영역에서 물체(9)의 표면이 광학 탐침

(91)의 측정 범위 내에 있게 되도록 한다. 단계(902)에서, 작업자는 외골격(800)을 구비한 수동 CMM 암의 작업자 버튼

(183)을 누른다. 단계(903)에서, 외골격 시스템(802)을 구비한 수동 CMM 암이 신호에 응답하여 스캔을 개시한다. 단계

(904)에서, 작업자는 외골격(800)을 구비한 수동 CMM 암을 물체(9)에 대해 이동시켜서, 물체(9)의 표면이 광학 탐침(91)

의 측정 범위 내에 있게 되도록 한다. 단계(905)에서, 작업자는 외골격(800)을 구비한 수동 CMM 암의 작업자 버튼(183)

을 누른다. 단계(906)에서, 외골격 시스템(802)을 구비한 수동 CMM 암이 신호에 응답하여 스캔을 중지한다

레니쇼 MSP-3와 같이 자동 스캔 기능을 보유한 힘 탐침(99)이 탐침 단부(3)에 설치된 외골격(800)을 구비한 수동 CMM

암을 사용하는 접촉 스캔 방법이 제공되며, 이때 작업자는 내부 CMM 암(5)이나 힘 탐침(99)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 도

83g를 보면, 제1 단계(911)에서, 작업자는 외골격(800)을 구비한 수동 CMM 암의 외골격(801)을 파지하여 이동시켜서,

힘 탐침(99)이 소정 영역에서 물체(9)과 접하도록 하여 그 상태로 최소 시간 주기(T) 동안 놓아둔다. 단계(912)에서, 힘 탐

침(99)은 단계(911)에서의 접촉을 최소 시간 주기(T)보다 긴 시간 동안 감지하여 자동으로 스캔을 개시한다. 단계(913)에

서, 작업자는 외골격(800)을 구비한 수동 CMM 암을 물체(9)에 대해 이동시켜서, 힘 탐침(99)이 물체(9)의 표면과 접한 상

태에서 계속하여 스캔하도록 한다. 단계(914)에서, 작업자는 외골격(800)을 구비한 수동 CMM 암을 물체(9)로부터 이격

시켜, 힘 탐침(99)과 물체(9) 표면과의 접촉이 차단되도록 한다. 단계(915)에서, 힘 탐침(99)은 단계(914)에서의 접촉 차

단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스캔을 중지한다. 이러한 방법의 또 다른 이점은 스캔 과정 중에 작업자가 버튼을 누를 필요가 없

다는 점이다.

<수동 CMM 암의 자동 보정>

사람에 의해 행해지는 보정 과정 중의 오차를 없애고, 자동화와 관련된 비용 절약 및 반복성과 같은 이점을 제공하기 위해

서, 수동 CMM 암을 자동 보정하기 위한 신규한 로봇 보정 장치가 제공된다.

신규한 로봇 보정 장치의 실시예에 따르면, 외골격(800)을 구비한 수동 CMM 암에 구동 유닛이 일시적으로 설치된다. 도

83h를 보면, 모듈형 로봇 보정 리그(rig)(920)는 7개의 케이블(922)로 콘트롤 박스(159)에 연결된 7개의 구동 유닛 모듈

(921)을 포함한다. 구동 유닛(921)은 신속 설치 방식으로 외골격(800)을 구비한 수동 CMM 암에 조립된다. 구동 유닛

(921)은 내부 CMM 암(5)에 힘과 모멘트가 가해지지 않도록 외골격(801)을 구동시킨다. 외골격(801)의 각각의 조인트에

는 적어도 2개의 클램핑 플랜지(923)가 구비되며, 그 중 조인트에 인접한 각각의 세그먼트에 부착된 하나의 플랜지(923)

는 인접 외골격 세그먼트를 통해 구동 유닛 모듈(921)로부터 토크를 수용하여 분배할 수 있다. 외골격(800)을 구비한 조합

된 수동 CMM 암과 모듈형 로봇 보정 리그(920)는 실제로는 로봇 CMM 암(1)의 일시적인 실시 형태이다. 바람직한 축의

수는 6 혹은 7이지만, 여타 다른 수의 축이 구비될 수 있다. 외골격(800)을 구비한 조합된 수동 CMM 암과 모듈형 로봇 보

정 리그(920)는, 로봇 CMM 암(1)의 보정과 관련하여 설명하였던 바와 같은 보정 방법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신규한 로봇 보정 장치의 또 다른 일시적인 로봇 CMM 암 실시예에 따르면, 내부 CMM 암(5)은 그 내부 CMM 암(5)을 자

동 보정하기 위한 자동 구동 장치를 구비한 외골격(6)에 의해 조작된다. 이러한 방식에 따라서, 장치는 일시적으로 보정을

위한 로봇 CMM 암(1)이 된다.

신규한 로봇 보정 장치의 위에서 설명한 실시예들을 사용하여 외골격(800)을 구비한 수동 CMM 암을 보정하는 방법이 제

공된다. 광학 제1 단계에서, 수동 외골격(6)이 내부 CMM 암(5)으로부터 제거된다. 이러한 단계는, 내부 CMM 암(5)이 방

금 제조되었고 아직 수동 외골격(6)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라면 필요 없다. 제2 단계에서, 로봇 외골격(6)이 내부 CMM 암

(5)에 부착된다. 이러한 부착 방법에는 "클래딩", "소킹(socking)" 혹은 "삽입"이나 여타 다른 부착 방법이 포함될 수 있다.

제3 단계에서, 위에서 설명한 임의의 방법에 의해서 자동으로 보정이 행해진다. 제4 단계에서, 로봇 외골격(6)이 보정된

내부 CMM 암(5)으로부터 제거된다. 제4 단계에서, 수동 외골격(6)이 보정된 내부 CMM 암(5)에 부착되어, 외골격(800)

을 구비한 보정된 수동 CMM 암이 형성된다. 그 부착 방법에는 "클래딩", "소킹(socking)" 혹은 "삽입"이나 여타 다른 부착

방법이 포함될 수 있다.

신규한 로봇 보정 장치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르면, 수동 CMM 암은 로봇 외골격으로 클래딩되어 있다. 도 83i를 보면,

외부 로봇 보정 리그(930)는, 외골격(800)을 구비한 수동 CMM 암과, 외골격(800)을 구비한 수동 CMM 암의 외골격(6)을

추가 전달 수단(10)을 통해 지지하는 로봇 외골격(6)을 포함한다. 로봇 외골격(6)은 케이블(922)로 콘트롤 박스(159)에 연

결된다. 이 실시예의 특징은 내부 CMM 암(5)이 2개의 외골격, 즉 중간 수동 외골격(6)과 외부 로봇 외골격(6)을 구비한다

는 점이다. 이 실시예에서는, 외골격(800)을 구비한 수동 CMM 암을 지지하는 데 비교적 적은 수의 전달 수단을 필요로 하

는데, 왜냐하면 수동 외골격(6)이 이미 내부 CMM 암(5)을 최적으로 지지하고 있어, 그 CMM 암을 임의의 방향으로 이동

시키기 위해서 로봇 전달 수단은 외골격(800)을 구비한 6축 혹은 7축 수동 CMM 암을 단지 최소 두 위치에서만 유지시키

면 되기 때문이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구동 시스템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최소 3개 혹은 4개의 위치가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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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외골격(6)이 조합된 외골격 구비 수동 CMM 암(800)은, 추가 축, 추가 인공물, 다수의 측정점 및 다수의 공간 방위를

포함할 수도 있는 로봇 CMM 암(1)의 제1 실시예를 보정하기 위하여, 전술한 암들과 같이 보정 공정을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다. 이러한 일체형의 신규한 로봇 보정 장치의 실시예는 외골격을 구비하지 않는 종래의 수동 CMM 암(790)을 보정하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

신규한 로봇 보정 장치의 다른 혼성(hybrid) 실시예에서는, 신규한 로봇 보정 장치가 부분 로봇 외골격과 부분 모듈 구동

유닛을 포함하고, 부분적인 외골격(807), 연장된 부분적인 외골격(808) 또는 보호성의 연장된 부분적인 외골격(809)을 구

비한 수동 CMM 암을 자동 보정하기 위하여 제공된다. 외골격을 구비한 하측 연결부는 구동 유닛(921)과 함께 구동되고,

외골격을 구비하지 않은 상측 유닛은 부분적인 외골격(6)과 함께 구동된다.

수동 CMM 암을 분해할 필요 없이 전술한 실시예들의 신규한 로봇 보정 장치를 이용하여 수동 CMM 암을 보정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이 제공된다. 이러한 또 다른 방법은 외골격을 구비한 수동 CMM 암(800), 외골격을 구비하지 않은 종래의 수

동 CMM 암(790), 부분적인 외골격(807)을 구비한 수동 CMM 암, 연장된 부분적인 외골격(808)을 구비한 수동 CMM 암

및 보호성의 연장된 부분적인 외골격(809)을 구비하는 수동 CMM 암의 어느 것이라도 보정하는 데에 적용 가능하다. 제1

단계에서, 구동 장치는 수동 CMM 암에 부착된다. 부착은 "모듈 부착", "피복", "포위(sock)" 또는 "삽입"또는 기타 부착 공

정과 같은 개시된 공정들 중 하나 또는 조합일 수 있다. 제2 단계에서, 보정은 전술한 방법들 중 어느 것에 의해서라도 자동

적으로 실시된다. 제3 단계에서, 구동 장치는 보정된 수동 CMM 암으로부터 분리된다. 이러한 또 다른 방법은 수동 CMM

암을 분해하고 재조립하는 단계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전술한 실시예의 신규한 로봇 보정 장치를 이용하여, 외골격을 구비한 수동 CMM 암 또는 내측 CMM 암(5)을 자동으로 보

정하는 장점은,

- 구동 장치를 부착하고 분리하는 것 이외에는 인간의 작업이 필요하지 않으며, 이는 비용을 절감한다.

- 인간의 에러가 없고, 이는 정확도를 향상시킨다.

- 초당 보정점의 포착 속도가 빠르다.

- 인간은 피로를 느끼지만 로봇 구동 장치는 일정하게 작업 가능하기 때문에, 동등한 수동 공정보다도 장시간에 걸쳐서 보

정 공정을 진행할 수 있다.

- 동등한 수동 공정이 경우보다도 더 많은 보정점들을 취할 수 있고, 이는 정확도를 향상시킨다.

모든 경우에, 외골격을 구비한 수동 CMM 암(800) 또는 외골격을 구비하지 않는 수동 CMM 암(790)은 자동화 보정을 위

한 장치를 부착시킬 필요성을 고려하여 설계될 필요가 있다. 특히, 내측 CMM 암(5)은, 수동 외골격(5) 또는 로봇 외골격

(6)을 구비하던지 간에 보정이 정확하도록 충분히 견고할 필요가 있다. 내측 CMM 암(5)은, 수동 및 로봇 외골격(6)을 위

한 전동 수단(10)의 동일 위치와 유형으로 지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은 설명된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정 목적을 위한 수동 CMM 암 또는 내측 CMM 암의 자동화 조작의 모든 방법을 포함한다.

<운반 케이스>

외골격을 구비한 수동 CMM 암(800)은 휴대 가능하고 종종 이송 케이스 내에 수납되어 운반된다. 내측 CMM 암(5)과 운반

케이스의 유일한 직접 연결은 기부(4)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다른 모든 위치들에 있어서는, 내측 CMM 암이 소음과 진동을

흡수하도록 설계된 전동 수단(10)에 의하여 충격과 진동으로부터 차단된다. 외골격을 구비한 수동 CMM 암(800)의 질량

의 대부분은 고밀도 기부(4)이고 운반 케이스 내의 발포체와 접촉하는 표면적이 매우 작다. 외골격을 구비한 수동 CMM 암

(800)의 접촉 표면적의 대부분은 외골격(801)의 표면이고, 이에 대응하는 질량과 부피는 기부에 비하여 저밀도이다. 운반

케이스와 외골격 구비 수동 CMM 암(800) 사이에 가속의 불일치가 있는 충격 환경에 있어서, 충격으로부터의 하중 밀도는

외골격(801)의 표면 근방에서 낮고 기부(4)의 표면 근방에서 높다. 충격으로부터의 하중 밀도는 기부(4)의 표면 근방이 외

골격(801)의 표면보다도 5배 ~ 100배 정도 높을 수 있다. 충격을 받는 동안에, 기부(4) 근방의 발포체는 외골격(801)의

표면 근방의 발포체보다도 5배 ~ 100배 압축될 수 있다. 이러한 압축비는 충격력의 각 방향으로의 기부(4)와 외골격(801)

의 질량 대 표면적의 비가 다르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기부(4)와 외골격(801)에 대하여 다른 두 감속이 존재한다. 다른 두

감속은 외골격을 구비하는 수동 CMM 암(800)에 내측으로 충격력과 충격 모멘트를 발생시키고, 이것이 손상을 일으킨다.

충격이 종방향으로 운반 케이스의 하방으로 향하고 외골격을 구비한 수동 CMM 암(800)의 기부(4)가 외골격 연결부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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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높은 위치에 있을 경우, 예를 들면 운반 케이스가 낙하되어 단부가 충돌한 경우에, 기부(4)의 질량은 가속되고, 기부

(4)와 외골격 조인트4(64) 사이의 외골격 세그먼트2-4(32-34)에 상당한 압축력을 생성시킨다. 충격이 운반 케이수를 횡

방향으로 가로지르고 외골격을 구비한 수동 CMM암(800)이 대략 수평인 경우, 예를 들면 운반 케이스가 낙하하여 저면이

바닥에 충돌한 경우에, 베이스(4)의 질량은 외골격(801)보다 더욱 하방으로 이동하고, 기부(4)가 외골격 세그먼트2(32)와

만난 후의 영역에서 외골격 세그먼트2-3(32-33)에 상당한 굽힘 모멘트를 생성시킨다.

도 84를 참조하면, 외골격을 구비한 수동 CMM 암(800)용 운반 케이스(830)가 도시되어 있고, 이 운반 케이스는 운반 중

에 내측 CMM 암(5)에 의해 겪게 되는 충격과 진동을 감소시킨다. 운반 케이스(830)는 운반 케이스(830)의 장측을 따르는

힌지(836)에 의해 부착된 상반부와 하반부를 구비한다. 운반 케이스(830)는 발포체와 같은 충진 재료(831)로 채워져 있

다. 충진 재료(831)에는 2개의 암 절취부(cutout)(837)가 존재한다. 암 절취부(837)는 정밀하고, 충진 재료(831) 내의 절

제부(cut-away)(832)를 제외하고는 충진 재료(831)가 공기 간극 없이 외골격을 구비한 수동 CMM 암(800)과 접촉한다.

본 발명의 이 실시예에서, 경량이고 강성인 스프레더 형상체(spreader form)(833)가 제공되어, 필요한 방향으로 충진 재

료(831)와의 접촉 표면적을 상당히 증가시킨다. 외골격을 구비한 수동 CMM 암(800)의 기부(4)는, 외골격을 구비한 수동

CMM 암을 운반 케이스(830) 내에 배치하기 전, 배치하는 중, 또는 배치한 후에, 볼트(838)과 같은 고정구에 의해 스프레

더 형상체(833)에 부착된다. 스프레더 형상체(833)는 모든 방향으로 충진 재료(831)와 접촉하는 상당한 표면적을 갖는다.

바람직한 일실시예에서, 스프레더 형상체(833)의 표면적은 대부분이 3개의 직교면에 위치한다. 소정 방향으로의 스프레

더 형상체(833)의 전체 표면적은, 충진 재료(831)의 불균일한 국부 휨으로 인하여 외골격을 구비한 수동 CMM 암(800)에

가해지는 손상력과 모멘트를 최소화하도록 최적화된다. 스프레더 형상체(833)의 면적 중심은 어느 방향일지라도 외골격

을 구비한 CMM 암(800)의 기부(4)의 질량 중심(Cg)을 대략 지나간다. 이는, 충격하에서, 기부(4)의 질량 중심(Cg)과 스

프레더 형상체(833)의 면적 중심이 상당히 정렬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생성되는 기부에서의 회전 관성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프레더 형상체(833)의 또 다른 실시예에서, (a) 충진 재료(831)의 불균일한 국부 휨이 최소화되

고, (b) 스프레더 형상체(833)의 면적 중심이 어느 방향일지라도 외골격을 구비한 CMM 암(800)의 기부(4)의 질량 중심

(Cg)을 대략 지나가는 경우에, 다른 형태의 스프레더 형상체(833)가 사용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운반 케이스(830) 상의

충격의 방향성 하중 밀도는 강성적으로 부착된 스프레더 판(833)/기부(4)와 외골격(801)에 가해지는 하중 밀도와 동일하

다. CMM 세그먼트8(38), 탐침 단부(3) 및 탐침(90)은 원래 위치에 있다면 전동 수단(10)에 의하여 지지되므로, 탐침 단부

(3) 근방의 지지 영역에서는, CMM 세그먼트8(38), 탐침 단부(3) 또는 탐침(90) 중 어느 것도 충진 재료(831)와 접촉하지

않도록 충진 재료(831)가 절제될 수 있다. 하나 이상의 위치에 외골격(801)과 접촉부로부터 충진 재료(831)의 절제부

(832)를 제공함으로써, 또 다른 최적화를 이룰 수도 있다. 선택적으로, 외골격을 구비한 수동 CMM 암(800)과 접촉하는 위

치에, 충진 재료(831)의 본체보다도 탄성이 작도록 국부적인 용적의 저탄성 충진 재료(834)를 제공할 수도 있다. 선택적으

로, 외골격을 구비한 수동 CMM 암(800)과 접촉하는 위치에, 충진 재료(831)의 본체보다도 탄성이 크도록 국부적인 용적

의 고탄성 충진 재료(834)를 제공할 수도 있다. 당업자는, 충격 조건하에서 관성을 모델링하기 위한 3D CAD 분석 소프트

웨어를 사용하여, 스프레드 판(833), 절제부(832), 국부 용적의 저탄성 충진 재료(834) 및 국부 용적의 고탄성 충진 재료

(835) 중 하나 이상의 조합을 최적화할 수 있다. 운반 케이스(830)의 크기의 최소화를 위하여, 외골격을 구비한 수동 CMM

암(800)이 운반 케이스(830) 내에 있을 때에, 외골격을 구비한 수동 CMM 암(800)의 2개이 긴 세그먼트는 평행이거나 평

행에 가까운 상태이다. 스프레더 형상체(833), 절제부(832), 국부 용적의 저탄성 충진 재료(834) 및 국부 용적의 고탄성

재료(835)의 형상 및 위치는 종방향 및 횡방향 충격의 상태를 위하여 최적화된다. 운반 케이스(830)의 외측 쉘(839)은 초

고분자량 폴리에틸렌과 같은 적절한 재료로 제조되고, 충격과 진동을 흡수하는 리브(rib)와 같은 형상 특성을 갖는다. 전체

적인 형상은 6개의 직교면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수의 면이라도 가질 수 있거나 복잡한 만곡 형상의 면을 가질

수도 있다. 운반 케이스(830) 내의 외골격을 구비한 수동 CMM 암(800)의 위치와 배치와 함께 쉘(839)의 크기와 형상은

소정 지점에서 쉘(839)과 외골격을 구비한 수동 CMM 암(800) 사이의 거리를 한정한다. 쉘(839)의 크기와 형상은, 모든

방향으로의 충격에 대하여 충진 재료(831)의 휨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최적화된다. 텅(tongue), 홈 가장자리 및 네오프렌

과 같은 수단이 습기를 차단하기 위하여 제공된다. 중하중용 걸쇠가 제공된다.

원인 10 감소: 운반 케이스(830)는, 충격 중에 균일한 하중 밀도를 달성함으로써, 운반 중에 운반 케이스(830)로의 충격으

로 인하여 외골격 구비 수동 CMM 암(800)에 가해지는 하중과 모멘트를 상당히 감소시킨다.

[제9 실시예]

<유지 외골격을 구비한 수동 CMM 암>

외골격을 구비한 수동 CMM의 또 다른 실시예에서, 유지 수단(811)이 제공된다. 도 85를 참조하면, 유지 외골격 시스템

(812)을 구비한 수동 CMM 암은 유지 외골격을 구비한 수동 CMM 암(810)의 외골격 조인트1-4(61-64)에 제공되는 브레

이크(811)와 같은 유지 수단을 구비한다. 유지 수단은 디스크(813) 상에 작동하는 전자기 브레이크인 브레이크(811)인 것

이 바람직하지만, 유지 수단은 이하의 것을 포함하는 수단에 의하여 암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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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동 조작식 기계적 연결부;

- 하중 작동식 기계적 연결부;

- 전자기력, 공기력 및 수력과 같은 힘을 이용한 브레이크;

- 전자기력, 공기력 및 수력과 같은 힘을 이용한 클러치.

브레이크(811)는, 외골격 조인트가 정지 상태일 때에 작동할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서, 브레이크(811)는, 외골격 조인트

가 움직이고 나서 유지되어 할 지점에 정지할 때까지 제동될 경우에 작동할 수 있다. 브레이크(811)는 외골격 조인트1-4

(61-64)보다 많거나 적은 외골격 조인트에 적용될 수 있다. 브레이크(811)는 외골격(801)에 적용되지만 내측 CMM 암(5)

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이는, 브레이크(811)의 적용에 기인하는 내측 CMM 암(5)의 조인트를 가로지르는 모멘트가 존재하

지 않는다는 것과, 유지 외골격(810)을 구비하는 수동 CMM 암이 유지 수단을 구비하나 외골격(801)을 구비하지 않는 동

등한 수동 CMM 암보다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브레이크(811)는 유선 또는 원격 무선 송신 스위치를 사용하는 작업자

에 의하여 작동될 수 있다. 다른 스위치는 다른 조합의 브레이크(811)를 작동시킬 수 있다. 전력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전기 기동을 이용하는 브레이크(811)는, 전력 공급 중단시에 제동되고 유지 외골격을 구비한 수동 CMM 암(810)

이 중력 하에서 하강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구성될 수도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필요한 제동 토크를 감소시키고 그에 따라

브레이크 중량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브레이크(811)와 외골격 조인트 사이에 기어 장치(gearing)가 제공될 수 있으며, 이

는 유지 외골격을 구비한 수동 CMM 암(810)을 이동시키는 데 필요한 수동 작업을 증가시킨다는 단점이 있다.

[제10 실시예]

<내골격을 구비한 수동 CMM 암>

제10 실시예에서, 내골격을 구비한 수동 CMM 암이 제공된다. 도 86a를 참조하면, 수직 기부 축과 수평 공간 방향으로의

CMM 세크먼트3(33)을 구비하고 지지체가 없는 수동 CMM 암이 도시되어 있으며, 이는 종래 기술의 수동 CMM 암의 일

실시예이다. 이러한 수평 공간 방향에서, CMM 세그먼트3(33)는 힘(Fn1)에 의해 CMM 조인트2(52)에서 지지된다. 내측

보상 장치(210)가 CMM 조인트2(52)에 제공되며, 내측 보상 장치는 CMM 세그먼트2(33) 상에 대향 모멘트(Mn)를 제공하

여 CMM 조인트3(53) 뒤의 수동 CMM 암의 나머지 부분의 중량 하중(Fn2)을 보상한다. 종래 기술에서는, CMM 세크먼트

3(33)가 도시된 수평 공간 방향에서 10Nm 수준의 큰 굽힘 모멘트(Mn)를 받는다. 이로 인하여 CMM 세그먼트3(33)에는

상당한 굽힘과 휨이 발생한다. 휨은 CMM 인코더(178)에 의해 측정될 수 없고 측정 정확도를 저하시키게 된다. CMM 세그

먼트3(33)을 보다 강성화하면 휨은 최소화될 수 있기는 하나, CMM 세그먼트3(33)의 중량 및/또는 크기에 있어서의 비용

이 상승한다. 도 86b를 참조하면, 외골격을 구비한 수동 CMM 암(800)이 제공되고, 수직 기부 축과 수평 공간 방향으로의

CMM 세그먼트3(33)이 도시되어 있다. CMM 세그먼트3(33)는 단순히 CMM 조인트2(52)에서의 힘(Fx1)과 전동 수단3

(73)에서의 힘(Fx2)에 의하여 지지된다. CMM 세그먼트3(33) 내의 휨은 중력 또는 내측 CMM 암(5)의 나머지 중량에 의

해 발생한다. 본 발명의 외골격을 구비한 수동 CMM 암(800)에 있어서, CMM세그먼트3(33)의 휨은 도 86a의 종래 기술의

수동 CMM 암의 경우에 비하여 적어도 30배 작다. 도 86c를 참조하면, 내골격을 구비한 수동 CMM 암이 도시되어 있다.

외측 CMM 암(841)은 내골격(842)의 외측에 존재한다. 내골격 세그먼트1-3(41-43)은 외측 CMM 암(841)의 내측에 배치

된다. 내골격(842)은 내골격 조인트1-2(61-62)를 또한 포함한다. 내골격(842)은 기부(4)에 강성적으로 부착되고 CMM

세그먼트3(33)의 말단부에서 전동 수단3(73)과 함께 외측 CMM 암(841)을 지지한다. 내골격(842)과 외측 CMM 암(841)

사이의 접촉부를 이동시키는 다른 큰 힘은 존재하지 않는다. 내골격 조인트(62)에는 보상 장치(210)가 부착되고, 보상 장

치는 기계 가공된 스프링인 것이 바람직하나 다른 유형의 보상 장치일 수도 있으며, 보상 장치에는 댐퍼(211)가 제공될 수

도 있다. 내골격 세그먼트1-3(41-43)은 수 mm 정도일 수 있는 상당한 휨을 나타낸다. 휘어진 내골격 세그먼트가 내측

CMM 암 세그먼트의 내측과 접촉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휨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휨으로 인하여, 내골격 조인트1,2

(61,62)는, 암의 공간 방향이 변하는 사용 중에 기부(4)에 대하여 상당히 움직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CMM 세

그먼트3(33)는 단순히 CMM 조인트2(52)에서의 힘(Fd1)과 전동 수단3(73)에서의 힘(Fd2)에 의하여 지지된다. 내골격을

구비한 수동 CMM 암(840) 내의 CMM 세그먼트3(33)의 휨은 중력 또는 외측 CMM 암(841)의 나머지 중량에 의해 발생한

다. 본 발명의 내골격을 구비한 수동 CMM 암(840)에 있어서, CMM 세그먼트3(33)의 휨은 도 86a의 종래 기술의 수동

CMM 암의 경우보다도 적어도 30배 작다. 본 명세서의 개시 내용 전체에 기초하여, 내골격을 구비한 수동 CMM 암이 당업

자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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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 실시예의 또 다른 실시예에서, 내골격(842)은 보다 짧고, 3개 대신에 2개의 내골격 세그먼트를 구비하고, 기부(4) 대

신에 CMM 세그먼트2(22)에 부착된다. 또한, 전동 수단3(73)과 함께 CMM 세그먼트3(33)의 말단부를 지지한다. 이러한

짧은 내골격(842)의 실시예는 2개의 내골격 조인트2(62) 대신에 1개의 조인트를 포함한다.

[제11 실시예]

<내골격을 구비한 로봇 CMM 암>

제11 실시예에서, 내골격을 구비한 로봇 CMM 암이 제공된다. 내골격을 구비한 로봇 CMM 암의 실시예는 내측 내골격에

의해 안내되는 외측 CMM 암을 포함한다. 외골격은 정확하게 측정 가능하도록 전동 수단을 통하여 외측 CMM 암을 지지

하고 조종한다. 본 발명은 내골격을 구비한 로봇 CMM 암의 여러 관절식 암 배치에서 구현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11 실시

예에 따라 내골격을 구비한 로봇 CMM 암에 대한 2가지 바람직한 배치가 있으며, 하나는 6개의 조인트를 구비한 6-축이

고, 다른 하나는 7개의 조인트를 구비한 7-축이다. 내골격을 구비한 로봇 CMM 암은 휴대 가능하거나 소정 설비 내에 이

용되기 위한 것일 수 있다. 제11 실시예는 사실상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와 상반된다.

도 87을 참조하면, 내골격을 구비한 로봇 CMM 암(850)은 외측 CMM 암(841)과 내측 내골격(851)을 포함한다. 본 명세서

의 개시 내용 전체와 특히 제1 실시예의 개시 내용에 기초하여, 내골격을 구비한 로봇 CMM 암이 당업자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또 다른 실시예들]

본 발명의 외골격을 구비한 CMM 암은 실시예들에 개시된 장치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응용 분야의 외골격

을 구비한 CMM 암의 장치의 형태를 포함할 수 있다.

- 외골격을 구비한 CMM 암의 길이가 짧은 것부터 긴 것까지에 이르는 응용 분야,

- 유효하중(payload)이 수십 g부터 수백 kg까지 변하는 응용 분야,

- 정확도가 현재의 산업용 로봇의 가장 정확한 정확도부터 현재의 통상의 CMM 장치의 정확도까지에 이르는 응용 분야,

- 지상에서의 응용 분야 및 우주와 같은 저중력 환경에서의 응용 분야,

- 외측 CMM 암과 함께 내골격 지지체를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응용 분야,

- 측정되고 있는 물체가 측정 중 또는 측정들 사이의 어느 때라도 6의 자유도로 이동 가능하고, 측정 중 또는 측정들 사이

에 외골격을 구비한 CMM 암과 물체가 각각 6의 자유도로 동시에 이동 가능한 응용 분야.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가동성 부재(movable member)의 운동이 가동성 포지션 보고 장치(movable position reporting device)의 운동을 야기

하도록,

기부 단부(base end)와, 마주하는 탐침 단부와, 상기 기부 단부 및 상기 탐침 단부 사이의 운동의 둘 이상의 회전축에 의해

분리되는 셋 이상의 세그먼트를 구비하며, 적어도 둘 이상의 상기 운동의 회전축은 평행하지 않은 가동성 부재와,

기부 단부와, 마주하는 탐침 단부와, 상기 기부 단부 및 상기 탐침 단부 사이의 운동의 둘 이상의 회전축에 의해 분리되는

셋 이상의 세그먼트를 구비하며, 적어도 둘 이상의 상기 운동의 회전축은 평행하지 않은 가동성 포지션 보고 장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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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가동성 부재 및 상기 가동성 포지션 보고 장치 모두와 접촉하며, 상기 가동성 부재와의 접촉은 상기 탐침 단부 및 상

기 기부 단부에 최근접한 운동의 회전축 사이의 임의의 위치에서 이루어지는 전동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

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동 수단은 가동성 부재의 탐침 단부 세그먼트와 가동성 포지션 보고 장치의 탐침 단부 세그먼트의 사이에 위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동 수단은 복수 개의 분리된 전동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모든 상기 분리된 전동 수단이 강성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모든 상기 분리된 전동 수단이 비강성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6.

제1항 내지 제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상기 분리된 전동 수단은 강성이고, 적어도 하나의 상기 분리된 전동 수단은 비강성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7.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각 상기 분리된 전동 수단은 반경 방향 또는 비틀림 방향 중 하나이거나, 또는 반경 방향 및 비틀림 방향 모두인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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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에 있어서,

상기 분리된 비강성 전동 수단의 수는 두 개이고, 상기 분리된 비강성 전동 수단 중 하나는 가동성 부재의 탐침 단부 세그

먼트와 가동성 포지션 보고 장치의 탐침 단부 세그먼트 사이에 위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9.

제5항에 있어서,

상기 가동성 부재와 상기 가동성 포지션 보고 장치의 사이에 있는 상기 분리된 비강성 전동 수단의 수는 세 개인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세 개의 분리된 비강성 전동 수단은 팔꿈치부의 기단측(base end side)과, 손목부의 기단측과, 탐침 단부의 기단측에

위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1.

제9항 및 제10항에 있어서,

탐침 단부의 기단측에 위치하는 상기 분리된 비강성 전동 수단은 비틀림 방향 및 반경 방향 전동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기타 비강성 전동 수단은 반경 방향 전동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2.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분리된 강성 전동 수단의 수는 하나이고, 상기 분리된 강성 전동 수단은 가동성 부재의 탐침 단부 세그먼트와 가동성

포지션 보고 장치의 탐침 단부 세그먼트 사이에 위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3.

제1항 내지 제12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자동 회전을 멈출 구속 수단(restraining means)을 추가로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동 수단은 연속 전동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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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5.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상기 분리된 전동 수단은, 적어도 하나의 추가 제어된 운동축을 구비한 상기 분리된 전동 수단의 제1 단부

가 부착된 상기 가동성 부재의 세그먼트와 적어도 하나의 추가 제어된 운동축을 구비한 상기 분리된 전동 수단의 또 다른

단부가 부착된 상기 가동성 포지션 보고 장치의 세그먼트 사이의 상대적 거리 또는 상대적 방위, 혹은 상대적 거리 및 상대

적 방위 모두를 실질적으로 변경시킬 수 있는 적어도 하나의 추가 제어된 운동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6.

제1항 내지 제1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가동성 부재의 상기 기부 단부 및 상기 가동성 포지션 보고 장치의 상기 기부 단부는 견고하게 부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7.

제1항 내지 제1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가동성 부재의 상기 기부 단부 및 상기 가동성 포지션 보고 장치의 상기 기부 단부는 유연하게 부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8.

제1항 내지 제1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가동성 포지션 보고 장치의 상기 기부 단부는 상기 가동성 부재의 세그먼트에 견고하게 부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9.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가동성 부재의 상기 기부 단부 및 상기 가동성 포지션 보고 장치의 상기 기부 단부 사이에 상대적 운동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상대적 운동이 측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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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내지 제20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가동성 포지션 보고 장치의 운동축의 수는 6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가동성 포지션 보고 장치의 상기 운동 축의 타입은, 상기 기부 단부로부터 상기 탐침 단부까지 열거하면 AOOAOA이

며, 여기서 A는 축 방향 운동 축이며, O는 직각 방향 운동 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3.

제1항 내지 제20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가동성 포지션 보고 장치의 운동 축의 수는 7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가동성 포지션 보고 장치의 상기 운동 축의 타입은, 상기 기부 단부로부터 상기 탐침 단부까지 열거하면 AOAOAOA

이며, 여기서 A는 축 방향 운동 축이며, O는 직각 방향 운동 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5.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가동성 포지션 보고 장치의 상기 운동 축의 그룹은, 어깨부, 팔꿈치부, 손목부의 순으로 열거하면 3-2-2인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6.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가동성 포지션 보고 장치의 상기 운동 축의 그룹은, 어깨부, 팔꿈치부, 손목부의 순으로 열거하면 2-3-2인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7.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가동성 포지션 보고 장치의 상기 운동 축의 그룹은, 어깨부, 팔꿈치부, 손목부의 순으로 열거하면 2-2-3인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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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8.

제1항 내지 제27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가동성 부재와 상기 가동성 포지션 보고 장치는 동일한 수의 세그먼트 및 운동 축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9.

제1항 내지 제27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가동성 부재는 부분적이며, 상기 가동성 포지션 보고 장치에 비해 더 적은 세그먼트 및 운동 축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장치.

청구항 30.

제29항에 있어서,

팔꿈치부의 기단측에 위치하는 하나의 분리된 전동 수단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31.

제29항에 있어서,

팔꿈치부의 기단측 및 손목부의 기단측에 위치하는 두 개의 분리된 전동 수단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32.

제21항 내지 제2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가동성 부재 및 상기 가동성 포지션 보고 장치는 유사한 세그먼트 길이와, 유사한 축 방위와, 유사한 축 운동 중심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33.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가동성 부재 및 상기 가동성 포지션 보고 장치는 거의 동축인(coaxial)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34.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가동성 포지션 보고 장치의 각 운동 축은 상기 가동성 부재의 상응하는 운동 축과 거의 동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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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5.

제1항 내지 제3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가동성 부재는 상기 가동성 포지션 보고 장치의 외부에 위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36.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가동성 부재의 구조는 개방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37.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가동성 부재의 구조는 상기 가동성 포지션 보고 장치를 둘러싸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38.

제1항 내지 제37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가동성 부재는 상기 가동성 포지션 보고 장치로부터 전치 가능한(displaceable)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39.

제38항에 있어서,

상기 가동성 부재는 상기 가동성 포지션 보고 장치로부터 축 방향으로 떨어지게 함으로써 전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

치.

청구항 40.

제38항에 있어서,

상기 가동성 부재는 그것을 개방하고 상기 가동성 포지션 보고 장치로부터 반경 방향으로 떨어지게 함으로써 전치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41.

제1항 내지 제40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축 방향 운동 축 및 대응 구동 수단은 상기 가동성 부재의 관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긴 세그먼트의 상기 기부 단부를 향

하여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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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2.

제1항 내지 제41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가동성 부재 위에서, 어깨부 직교 운동 축 및 팔꿈치부 직교 운동 축 사이의 거리는 팔꿈치부 직교 운동 축 및 손목부

직교 운동 축 사이의 거리보다 적어도 5%가 더 큰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43.

제1항 내지 제42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가동성 포지션 보고 장치가 상기 가동성 포지션 보고 장치의 조인트 위의 고유 리미트에 접촉하는 것을 막도록 상기

가동성 부재 위의 하드 조인트 리미트 수단(hard joint limit)을 추가로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44.

제43항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직교 운동 축 위의 상기 하드 조인트 리미트 수단은, 임의의 상기 직교 운동 축이 상기 직선 직교 운동 축에 일

직선을 이루는 것을 방지하도록 설치되며, 여기서 일직선은 상기 직교 운동 축이 두 이웃하는 운동 축 사이에 실질적으로

일직선에 놓이는 때로 정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45.

제43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는 향상된 유연성을 가지고,

하나 이상의 직교 운동 축 위의 상기 하드 조인트 리미트는, 임의의 상기 직교 운동 축이 일직선의 양측에서 모두 실질적으

로 작동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도록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46.

제1항 내지 제3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가동성 포지션 보고 장치는 상기 가동성 부재의 외부에 위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47.

제1항 내지 제4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가동성 부재는 수동 작동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48.

제47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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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의 한 공간 방위에서 상기 가동성 포지션 보고 장치에 가해지는 정하중(static load)은 상기 가동성 부재에 대한 광범

위한 통상의 수동 그립(grip) 포지션 및 통상의 수동 그립 모멘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청구항 49.

제1항 내지 제4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가동성 부재는 로봇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50.

제49항에 있어서,

상기 로봇은 사람의 모습을 닮았으며 일련의 운동 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51.

제1항 내지 제50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가동성 포지션 보고 장치는 CMM 암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52.

제1항 내지 제51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가동성 부재의 상기 탐침 단부가 상기 가동성 부재의 상기 기부 단부에 관하여 움직이도록 만드는 컨트롤러를 추가로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53.

제52항에 있어서,

단일 유닛을 포함하며, 이동식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54.

제52항에 있어서,

분리된 컨트롤 박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55.

제1항 내지 제5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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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가동성 포지션 보고 장치에 각도 인코더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56.

제1항 내지 제5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가동성 부재에 회전식 인코더를 구비한 구동 모터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57.

제55항 및 제56항에 있어서,

상기 회전식 인코더를 이용하여 고속 제어 루프가 제공되고, 상기 각도 인코더를 이용하여 고정밀도 제어 루프가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58.

제1항 내지 제5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단일 제어 루프가 제공되고, 상기 가동성 포지션 보고 장치의 상기 각도 인코더는 제공되는 회전식 인코딩의 유일한 형태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59.

제52항 내지 제5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컨트롤러는 상기 기부 단부나 상기 대상물 중 임의의 것을 전치하는 하나 이상의 추가 운동 축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60.

제1항 내지 제59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탐침 데이터 수집을 위해 상기 가동성 포지션 보고 장치에 배치된 하나 이상의 탐침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장치.

청구항 61.

제1항 내지 제60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탐침 데이터 수집을 위해 상기 가동성 부재에 배치된 하나 이상의 탐침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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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내지 제61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어느 상기 하나 이상의 탐침이든 비접촉 탐침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63.

제62항에 있어서,

상기 비접촉 탐침은 스트라이프 탐침(stripe probe)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64.

제62항에 있어서,

상기 비접촉 탐침은 영역 탐침(area probe)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65.

제1항 내지 제62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어느 상기 하나 이상의 탐침이든 접촉 탐침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66.

제65항에 있어서,

어느 상기 접촉 탐침이든 하드 탐침(hard probe)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67.

제65항에 있어서,

어느 상기 접촉 탐침이든 터치 트리거 탐침(touch trigger probe)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68.

제65항에 있어서,

어느 상기 접촉 탐침이든 포스 탐침(force probe)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69.

제1항 내지 제61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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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상기 하나 이상의 탐침이든 수량 측정 탐침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70.

제1항 내지 제69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가동성 부재에 부착된 탐침 커버 수단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71.

제1항 내지 제70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가동성 포지션 보고 장치에 배치된 작동 수행을 위한 하나 이상의 공구(tool)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72.

제1항 내지 제71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가동성 부재에 배치된 작동 수행을 위한 하나 이상의 공구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73.

제71항 및 제72항에 있어서,

상기 공구는 밀링 커터이고, 상기 밀링 커터가 프로그램된 커터 경로를 정확히 따라가도록 상기 가동성 포지션 보고 장치

의 상기 각도 인코더가 제어 루프의 포지션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74.

제1항 내지 제7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탐침으로부터의 탐침 데이터 및 상기 가동성 포지션 보고 장치로부터의 포지션을 정정할 데이터 프로세

서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75.

제1항 내지 제7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탐침 데이터 및 상기 포지션은 시간 동기화되거나 시간 기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76.

제1항 내지 제7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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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화 신호는 조직적 변경 라벨로 분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77.

제1항 내지 제7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탐침 데이터가 대상물에 대해 수집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78.

제1항 내지 제7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작동이 대상물 위에서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79.

제1항 내지 제7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능동 전동 수단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80.

제79항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상기 능동 전동 수단은 축 방향 능동 지지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81.

제79항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상기 능동 전동 수단은 축 방향 및 반경 방향 능동 지지를 모두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82.

제79항 내지 제81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능동 지지 제어 소프트웨어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83.

제79항 내지 제82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공기 베어링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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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4.

제77항 내지 제7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기부 단부가 상기 대상물에 견고하게 부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85.

제84항에 있어서,

상기 대상물은 파이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86.

제1항 내지 제8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상기 지지 수단 아래에 위치하는 상기 대상물에 대해 상기 탐침 데이터가 수집되거나 상기 대상물 위

에서 상기 작동이 수행되도록 상기 기부 단부는 상기 지지 수단 위에 장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87.

제86항에 있어서,

상기 지지 수단은 경직 교량(stiff bridge)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88.

제87항에 있어서,

상기 기부 단부가 선형 레일을 따라 가로지를 수 있도록 상기 경직 교량은 상기 기부 단부가 장착되는 선형 레일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89.

제1항 내지 제8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대상물은 정밀한 전치 수단 위에 위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90.

제1항 내지 제8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기부 단부는 정밀한 전치 수단 위에 위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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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1.

제1항 내지 제8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대상물은 정밀한 전치 수단 위에 위치하고, 상기 기부 단부는 정밀한 전치 수단 위에 위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

치.

청구항 92.

제89항 내지 제91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어느 상기 전치 수단이든 하나 이상의 운동 축을 포함하고, 그 각 축은 회전형 또는 선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93.

제89항 내지 제92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전치 수단은 수동 또는 자동으로 전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94.

제1항 내지 제9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기부 단부는 수직 상향이 아닌 방향으로 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95.

제1항 내지 제8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가동성 부재의 기부 단부가 부착되는 이동 차량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96.

제95항에 있어서,

이동 차량은 자동으로 올려지고 내려지는 발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97.

제1항 내지 제9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축 조인트는 슬립 링(slip ring)을 추가로 포함하고, 상기 하나 이상의 축 조인트는 제한 없이 회전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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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8.

제1항 내지 제97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슬립 링이 축 조인트에서 제한 없는 회전을 제공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상기 가동성 부재는 지적 구동 장치(intelligent

drive) 및 고속 버스(bus) 수단에 의해 구동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99.

제47항에 있어서,

자동화된 교정(calibration)을 위해 제거 가능한 드라이브 유닛이 상기 가동성 부재에 끼워 맞춰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00.

제47항에 있어서,

제2 가동성 부재가 상기 가동성 부재에 부착되고, 상기 제2 가동성 부재는 자동화된 교정을 위해 구동 수단을 추가로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01.

제47항에 있어서,

수동 작동 가능한 상기 가동성 부재 또는 상기 자동화된 가동성 부재가 상기 가동성 포지션 보고 장치에 부착되고,

자동화된 교정을 위해 상기 자동화된 가동성 부재가 상기 가동성 포지션 보고 장치에 부착되고,

하나 이상의 제공 목적의 사용을 위해 수동 작동 가능한 상기 가동성 부재가 상기 가동성 포지션 보고 장치에 부착되도록,

자동화된 가동성 부재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02.

제49항에 있어서,

자동화된 교정을 위해 상기 로봇은 상기 가동성 포지션 보고 장치에 부착되고,

상기 로봇은 상기 가동성 포지션 보고 장치로부터 제거 가능하고,

상기 로봇의 부착 없이 사용하기 위해 상기 가동성 포지션 보고 장치는 종래의 수동 CMM 암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03.

제1항 내지 제102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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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가동성 포지션 보고 장치의 하나 이상의 조인트의 베어링 수단은 한 쌍의 사전 가압된 세라믹 볼 베어링인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04.

제1항 내지 제10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드라이브는 에러 없는(fail-safe) 브레이크 수단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05.

제1항 내지 제10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공기가 상기 가동성 암 및 상기 가동성 포지션 보고 장치 사이에 흐르는 냉각 시스템 수단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장치.

청구항 106.

제1항 내지 제10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평형 수단(counterbalance means)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07.

제1항 내지 제10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열 보상 수단 및 상기 가동성 포지션 보고 장치를 따라 적어도 하나의 위치에 온도 탐지 수단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08.

제1항 내지 제107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가동성 부재는 충돌 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적어도 하나의 외부 충격 흡수 수단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09.

제1항 내지 제10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생산 제어 시스템 수단에 대한 네트워크 연결 수단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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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내지 제109항에 있어서,

수량 측정 수단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11.

제1항 내지 제110항에 있어서,

상기 가동성 포지션 보고 장치에 부착된 하나 이상의 스트레인 게이지 수단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12.

제1항 내지 제111항에 있어서,

상기 가동성 부재의 상기 운동 축에 작용하는 하나 이상의 홀딩(holding) 수단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

치.

청구항 113.

제1항 내지 제112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수송 케이스 수단과,

상기 가동성 부재의 상기 기부 단부 또는 상기 가동성 포지션 보고 장치의 상기 기부 단부에 부착된 살포 수단을 추가로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14.

제1항 내지 제11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무선 버튼(button) 유닛 수단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15.

제1항 내지 제11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교정 인공물과,

상기 기부 및 상기 교정 인공물 사이의 상대적 운동을 제공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교정 축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장치.

청구항 116.

가동성 포지션 보고 장치를 자동으로 위치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컨트롤러가 구동 수단으로 하여금 구동 토크를 생성시키도록 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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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구동 토크가 가동성 부재에 가해져서 결과적으로 상기 가동성 부재를 움직이게 하는 단계와,

상기 가동성 부재가 상기 전동 수단의 운동을 유발하는 단계와,

상기 전동 수단이 상기 가동성 포지션 보고 장치의 견고한 부분에 가해질 힘을 유발하여 결과적으로 상기 가동성 포지션

보고 장치를 움직이게 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가동성 부재 및 상기 가동성 포지션 보고 장치 양자는 모두 기부 단부와 마주하는 탐침 단부와 상기 기부 단부 및 상

기 탐침 단부 사이에서 운동의 둘 이상의 회전축에 의해 분리되는 세 개 이상의 세그먼트를 구비하고, 운동의 적어도 두 개

의 상기 회전축은 평행하지 않고, 상기 전동 수단 및 상기 가동성 부재 사이의 접촉 위치는 상기 탐침 단부 및 상기 기부 단

부에 최근접한 운동의 회전축 사이의 임의의 지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17.

가동성 포지션 보고 장치를 수동으로 위치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작업자가 상기 가동성 부재를 움직이는 단계와,

상기 가동성 부재가 상기 전동 수단의 움직임을 유발하는 단계와,

상기 전동 수단이 상기 가동성 포지션 보고 장치의 견고한 부분에 가해질 힘을 유발하여 결과적으로 상기 가동성 포지션

보고 장치를 움직이게 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가동성 부재 및 상기 가동성 포지션 보고 장치 양자는 모두 기부 단부와 마주하는 탐침 단부와 상기 기부 단부 및 상

기 탐침 단부 사이에서 운동의 둘 이상의 회전축에 의해 분리되는 세 개 이상의 세그먼트를 구비하고, 운동의 적어도 두 개

의 상기 회전축은 평행하지 않고, 상기 전동 수단 및 상기 가동성 부재 사이의 접촉 위치는 상기 탐침 단부 및 상기 기부 단

부에 최근접한 운동의 회전축 사이의 임의의 지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18.

대상물에 대한 데이터의 확정을 위해 가동성 포지션 보고 장치에 부착되는 탐침을 구비한 가동성 포지션 보고 장치를 위치

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컨트롤러가 구동 수단으로 하여금 구동 토크를 발생시키도록 하는 단계와,

상기 구동 토크가 가동성 부재에 가해져서 결과적으로 상기 가동성 부재를 움직이게 하는 단계와,

상기 가동성 부재가 상기 전동 수단의 운동을 유발하는 단계와,

상기 전동 수단이 상기 가동성 포지션 보고 장치의 견고한 부분에 가해질 힘을 유발하여 결과적으로 상기 가동성 포지션

보고 장치를 움직이게 하는 단계와,

상기 탐침이 상기 대상물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와,

데이터 프로세서가 상기 가동성 포지션 보고 장치로부터 포지션을 받아들이는 단계와,

상기 데이터 프로세서가 상기 탐침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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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물에 대한 데이터의 확정을 위해 가동성 포지션 보고 장치에 배치된 탐침을 구비한 가동성 포지션 보고 장치를 위치시

키는 방법에 있어서,

컨트롤러가 구동 수단으로 하여금 구동 토크를 생성시키게 하는 단계와,

상기 구동 토크가 가동성 부재에 가해져서 결과적으로 상기 가동성 부재를 움직이게 하는 단계와,

상기 가동성 부재가 전동 수단에 가해질 힘을 유발하여 결과적으로 상기 전동 수단을 움직이게 하는 단계와,

상기 전동 수단이 상기 가동성 포지션 보고 장치의 견고한 부분에 가해질 힘을 유발하여 결과적으로 상기 가동성 포지션

보고 장치를 움직이게 하는 단계와,

상기 탐침이 상기 대상물에 대한 동기화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동시에 상기 가동성 포지션 보고 장치에 동기화 신호를 송신

하는 단계와,

데이터 프로세서가 상기 가동성 포지션 보고 장치로부터 동기화된 포지션을 받아들이는 단계와,

상기 데이터 프로세서가 상기 탐침으로부터 상기 동기화된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

법.

청구항 120.

대상물에 대한 데이터의 확정을 위해 가동성 포지션 보고 장치에 배치된 탐침을 구비한 가동성 포지션 보고 장치를 위치시

키는 방법에 있어서,

컨트롤러가 구동 수단으로 하여금 구동 토크를 생성시키게 하는 단계와,

상기 구동 토크가 가동성 부재에 가해져서 결과적으로 상기 가동성 부재를 움직이게 하는 단계와,

상기 가동성 부재가 전동 수단에 가해질 힘을 유발하여 결과적으로 상기 전동 수단을 움직이게 하는 단계와,

상기 전동 수단이 상기 가동성 포지션 보고 장치의 견고한 부분에 가해질 힘을 유발하여 결과적으로 상기 가동성 포지션

보고 장치를 움직이게 하는 단계와,

상기 탐침이 상기 탐침의 시계에 의해 시간 기록된 상기 대상물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와,

데이터 프로세서가 상기 가동성 포지션 보고 장치로부터 상기 가동성 포지션 보고 장치의 시계에 의해 시간 기록된 포지션

을 받아들이는 단계와,

상기 데이터 프로세서가 상기 탐침으로부터 상기 시간 기록된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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