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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외부링크와 내부링크를 정밀위치제어가 가능한 선형 구동기를 사용하여 상판의 병진운동과 회전운동을 자유
자재로 수행함으로써, 다양한 동작이 요구되는 정밀작업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는 정밀작업용 6자유도 병렬
기구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정밀작업용 6자유도 병렬기구에 있어서, 상부에 위치하는 상판(10)과, 하
부에 위치하는 하판(20)과, 상기 상판(10)과 하판(20)을 연결하는 다수의 외부링크(30) 및, 상기 상판(10)의 중앙에 
결합된 다축연결 구형조인트(40)와 상기 하판(20)을 연결하는 다수의 내부링크(50)를 포함한다. 이 때, 상기 다축연
결 구형조인트(40)를 중심으로 상기 다수의 내부링크(50)가 연결되어 사면체구조를 형성하고, 상기 내부링크(50) 및 
외부링크(30)로는 미세위치 제어가 가능한 선형 구동기가 사용된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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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기술에 따른 3자유도 마이크로 병렬기구를 도시한 사시도이고,

도 2a 및 도 2b는 종래기술에 따른 6자유도 마이크로 핸드를 각각 도시한 사시도이고,

도 3은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정밀작업용 6자유도 병렬기구의 구성요소들을 설명하기 위한 사시도이고,

도 4는 도 3에 도시된 정밀작업용 6자유도 병렬기구의 조립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조립도이고,

도 5a 및 도 5b는 도 3에 도시된 정밀작업용 6자유도 병렬기구의 하판의 평면도 및 단면도이고,

도 6a 및 도 6b는 도 3에 도시된 정밀작업용 6자유도 병렬기구의 상판의 평면도 및 단면도이고,

도 7은 도 3에 도시된 정밀작업용 6자유도 병렬기구의 다축연결 구형조인트의 사시도이며,

도 8은 도 3에 도시된 정밀작업용 6자유도 병렬기구의 선형 구동기의 개략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 : 상판 11, 21 : 외부링크 결합부

12 : 구형조인트 결합부 20 : 하판

22 : 내부링크 결합부 30 : 외부링크

40 : 다축연결 구형조인트 41 : 중심구

42 : 구형 몸체 43 : 지지원판

50 : 내부링크 60 : 연결부재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6자유도 병렬기구에 관한 것이며, 특히, 3개의 외부링크(external link)가 상판(moving platform)과 하판
(base platform)을 연결하고 3개의 내부링크(internal link)가 다축연결 구형조인트(shperical joint)에 연결되고 각 
링크들은 정밀위치제어가 가능한 선형 구동기(linear actuator)에 의해 동작되는 정밀작업용 6자유도 병렬기구(para
llel mechanism)에 관한 것이다.

최근 산업계, 의학계와 유전자 공학계에서 정밀부품의 제작 및 가공, 반도체 제조, 미세수술(microsurgery), 유전자 
조작, 세포정합 등의 분야의 수요와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밀작업용 로봇의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
루어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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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산업계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매니퓰레이터(manipulator)는 개회로 구조(open link)인 직렬로봇(serial 
robot)이다. 이런 직렬로봇은 작업공간 (workspace)이 크고, 작업성(manipulability)이 좋은 반면, 직렬로 연결된 구
동기로 인한 말단장치(end-effector)에 누적오차가 발생하여 정밀도(accuracy)가 나쁘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이런 
직렬로봇은 고속 작업이나 작업물 하중의 변화가 심한 작업 등에서 동력학적 효율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이런 직렬기구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병렬기구가 80년대부터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이런 병렬기구
는 폐회로(closed chain) 구조이므로 작업공간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각 구동기로 인한 말단장치(end-effector)의 누
적 오차가 발생하지 않고, 구조강성이 높아 고속 작업이나 동력학적 하중의 변화가 심한 작업에서도 우수한 동작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정밀작업용으로 병렬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직렬기구보다 우수한 장점을 갖는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밀작업용 기구로는 병렬기구가 우수한 구조적 장점을 지니고, 협소한 영역에서 다양한 작업
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6자유도가 요구된다. 즉, 정밀작업에서 사용될 정밀작업용 기구는 구동기의 위치 정밀도가 20㎛
이하, 위치센서의 분해능이 5㎛이하, 작업공간이 20㎜이상 등으로 작업공간의 확보와 함께 정밀작업의 수행능력이 있
어야 한다.

도면에서, 도 1은 종래기술에 따른 3자유도 마이크로 병렬기구를 도시한 사시도이고, 도 2a 및 도 2b는 종래기술에 따
른 6자유도 마이크로 핸드를 각각 도시한 사시도이다.

도 1에 보이듯이, Lee는 피예죠 구동기를 사용하여 3자유도의 마이크로 병렬매니퓰레이터의 기구학과 동력학을 해석
하고 실험적으로 검증하였다(Lee, K. M., 1991, 'A 3dof Micromotion In-Parallel Actuated Manipulator,'IEEE 
Transactions on Robotics and Automation, Vol. 7, No. 3, pp. 634~641).

그리고, 도 2a 및 도 2b에 보이듯이, Arai와 Stoughton은 피예죠 구동기를 사용한 초정밀 6자유도 병렬 마이크로 핸드
(Micro Hand)를 제작하고 해석하였다(Arai, T. and Stoughton R., 1992, 'Micro Hand Module using Parallel L
ink Mechanism,'ASME, Proceedings of the Japan U.A.S, Book No. 10338A, pp. 163~169).

그리고, Hollis는 기존 직렬로봇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기부상 구동기를 사용한 
6자유도 정밀운동 병렬기구를 제안하였다(Hollis, R. L., 1991, 'A 6dof Magnetically Levitated Variable Compli
ance Fine-Motion Wrist : Design, Modeling, and Control'IEEE Transactions on Robotics and Automation,V
ol. 7, No. 3, pp. 320~332).

    
그러나, 앞서 설명한 종래기술로 설명한 연구들은 미크론 단위의 위치 정밀도를 지니는 구동기를 사용하여 고 분해능으
로 위치제어를 하고 있으나, 피예죠 구동기의 선형변위는 10㎛내이고, 자기부상 구동기 선형변위는 5mm이고, 작업공
간이 4㎛정도로 협소하여, 범용성을 지니는 정밀작업용 기구로 활용하는데 제한이 따른다. 따라서, 20mm이상의 작업
공간과, 구동기의 위치 정밀도가 20㎛이하, 위치센서의 분해능이 5㎛이하를 지니며 6자유도 운동을 수행할 수 있는 범
용 정밀작업 기구로 사용하는데 많은 제한이 따른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은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외부링크와 내부링
크를 정밀위치제어가 가능한 선형 구동기를 사용하여 상판의 병진운동과 회전운동을 자유자재로 수행함으로써, 다양한 
동작이 요구되는 정밀작업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는 정밀작업용 6자유도 병렬기구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정밀작업용 6자유도 병렬기구에 있어서, 상부에 위치하는 상판과, 하부에 
위치하는 하판과, 상기 상판과 하판을 연결하는 다수의 외부링크 및, 상기 상판의 중앙에 결합된 다축연결 구형조인트
와 상기 하판을 연결하는 다수의 내부링크를 포함한다.

 - 3 -



등록특허 10-0334902

 
또한, 본 발명은 상기 다축연결 구형조인트를 중심으로 상기 다수의 내부링크가 연결되어 사면체구조를 형성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내부링크 및 외부링크로는 미세위치 제어가 가능한 선형 구동기가 사용된다.

본 발명은 작업공간을 20㎜이상으로 만들고, 상판의 선형 구동기와 연결된 볼 소켓 조인트의 수를 3개로 하여 상판의 
회전영역을 증가시키며, 상판의 회전운동을 3개의 선형 구동기의 동작으로 가능한 새로운 병렬기구를 제안한 것이다.

아래에서, 본 발명에 따른 정밀작업용 6자유도 병렬기구의 양호한 실시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로 하여 상세히 설명하
겠다.

    
도면에서, 도 3은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정밀작업용 6자유도 병렬기구의 구성요소들을 설명하기 위한 사시도이고, 
도 4는 도 3에 도시된 정밀작업용 6자유도 병렬기구의 조립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조립도이다. 그리고, 도 5a 및 도 5b
는 도 3에 도시된 정밀작업용 6자유도 병렬기구의 하판의 평면도 및 단면도이고, 도 6a 및 도 6b는 도 3에 도시된 정밀
작업용 6자유도 병렬기구의 상판의 평면도 및 단면도이다. 그리고, 도 7은 도 3에 도시된 정밀작업용 6자유도 병렬기
구의 다축연결 구형조인트의 사시도이고, 도 8은 도 3에 도시된 정밀작업용 6자유도 병렬기구의 선형 구동기의 개략도
이다.
    

도 3 및 도 4에 보이듯이, 본 발명의 정밀작업용 6자유도 병렬기구는 상부에 위치하는 상판(10)과, 하부에 위치하는 
하판(20)과, 상판(10)과 하판(20)을 연결하는 외부링크(30) 및, 다축연결 구형조인트(40)를 매체로 하여 상판(10)
과 하판(20)을 연결하는 내부링크(50)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도 5a 및 도 5b에 보이듯이, 하판(20)의 단부부위에는 120。의 간격을 두고 3개의 제1외부링크 결합부(21)
가 상부로 돌출되어 있다. 그리고, 이런 제1외부링크 결합부(21)의 사이사이에는 내부링크 결합부(22)가 제1외부링크 
결합부(21)보다는 조금 낮게 상부로 돌출되어 있다.

그리고, 도 6a 및 도 6b에 보이듯이, 상판(10)에는 120。의 간격을 두고 3개의 제2외부링크 결합부(11)가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상판(10)의 중앙에는 연결부재(60)가 결합될 수 있도록 나사산이 형성되어 있고, 그 하부에는 다축연결 
구형조인트(40)가 결합되는 구형조인트 결합부(12)가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도 7에 보이듯이, 다축연결 구형조인트(40)는 중심구(41)와, 이런 중심구(41)로부터 이탈하지 않으면서 그 
둘레를 감싸도록 배치되어 있으며 다수의 홀이 형성된 구형 몸체(42)와, 이런 구형 몸체(42)의 홀로부터의 이탈을 방
지하는 지지원판(43)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래에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은 구성요소들의 결합관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다.

도 3 내지 도 8에 보이듯이, 상판(10)의 하부에 설치된 구형조인트 결합부(12)를 다축연결 구형조인트(40)의 중심구
(41)에 결합한다. 그리고, 3개의 내부링크(50)의 한 쪽을 다축연결 구형조인트(40)의 지지원판(43)에 결합하고, 3개
의 내부링크(50)의 다른 쪽을 하판(20)의 내부링크 결합부(22)에 볼 소켓 소인트를 사용하여 각각 결합한다.

그리고, 3개의 외부링크(30)를 상판(10)의 제2외부링크 결합부(11)와 하판(20)의 제1외부링크 결합부(21)에 볼 소
켓 조인트를 사용하여 각각 결합한다.

이렇게 상판(10)과 하판(20)을 연결하는 내부링크(50) 및 외부링크(30)는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은 선형 구동기로서, 
이런 선형 구동기는 수 마이크로의 정밀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20mm이상의 동작영역과 3㎛이하의 위치정밀도를 갖
는 것이 사용된다(특허출원 제99-15368호). 이런 특징을 갖는 선형 구동기의 동작으로 상판(10)의 3자유도 위치와 
3자유도 회전운동을 임의의 방향으로 만들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은 작업공간까지 병진운동 후 3개의 내부링크(50)를 고정하고 3개의 외부링크
(30)의 구동만으로 상판(10)의 3자유도 회전운동이 가능하여 병렬기구의 동작의 직관성이 높고 동작제어가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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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본 발명은 종래에 많이 활용되던 6자유도의 병렬기구를 변경하여 상판(10)의 6개의 볼 소켓 조인트를 3개로 
줄었고, 구조적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3개의 내부링크(50)가 한 점에서 만나는 다축연결 구형조인트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본 발명의 6자유도 병렬기구는 기구학(kinematics)적 해석이 다른 병렬기구에 비해 간단하여 실시간 제어를 
수행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앞서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정밀작업용 6자유도 병렬기구는 상판의 병진운동과 회전운동을 자유자재로 
수행할 수 있어 다양한 동작이 요구되는 정밀작업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정밀작업용 6자유도 병렬기구는 미세위치 제어가 가능한 선형구동기를 사용하여 수 마이크로 단위의 
정밀한 작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정밀작업용 6자유도 병렬기구는 협소한 작업공간에서 자유자재한 병진운동과 회전운동을 만들 수 있고, 
높은 위치정밀도를 갖는 선형 구동기로 상판의 동작을 정확하게 제어할 수 있으므로 정밀부품 제작, 유전자 조작과 세
포정합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작업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정밀작업용 6자유도 병렬기구는 다축연결 구형조인트에 연결된 3개의 내부링크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3개의 외부링크의 구동만으로 상판의 회전을 만들 수 있어 병진과 회전을 분리하는 동작이 가능하다.

또한, 본 발명의 정밀작업용 6자유도 병렬기구는 정밀작업용 뿐만 아니라 로봇 손목기구, 6축 힘/토오크 센서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상에서 본 발명의 정밀작업용 6자유도 병렬기구에 대한 기술사상을 첨부도면과 함께 서술하였지만 이는 본 발명의 
가장 양호한 실시예를 예시적으로 설명한 것이지 본 발명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누구나 본 발명의 기술사상의 범주를 이탈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양
한 변형 및 모방이 가능함은 명백한 사실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정밀작업용 6자유도 병렬기구에 있어서,

상부에 위치하는 상판과, 하부에 위치하는 하판과, 상기 상판과 하판을 연결하는 다수의 외부링크 및, 상기 상판의 중앙
에 결합된 다축연결 구형조인트와 상기 하판을 연결하는 다수의 내부링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밀작업용 
6자유도 병렬기구.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다축연결 구형조인트를 중심으로 상기 다수의 내부링크가 연결되어 사면체구조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밀작업용 6자유도 병렬기구.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내부링크 및 외부링크가 선형 구동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밀작업용 6자유도 병렬
기구.

 - 5 -



등록특허 10-0334902

 
도면

도면 1

도면 2a

도면 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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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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