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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로보트에 있어서의 교시데이터의 기록·재생방법

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로보트에 있어서의 교시데이터의 기록·재생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있어서의  6축  제어의  로보트에  궤적을  교시하기  위하여  회로구성을 도
시한 블록도.

제2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있어서의 6축 제어의 로로브틀 구성하기 위한 회로구성을 보인 블록도.

제3도는  본  발명의  교시방식에  의해서  로보트의  어떤  1축의  궤적과,  메모리에  격납하는 위치데이터
를 표시한 설명도.

제4도는  제3도에  도시한  교시에  의해서  격납된  교시데이터를  재생하였을  경우  로보트의  어떤  1축의 
궤적을 표시한 도면.

제5돈느  종래의  기술에  의해서  로보트의  어떤  1축의  궤적과  메모리에  격납하는  위치데이터를  표시한 
설명도.

제6도는  제5도에  의해서  메모리에  격납된  교시데이터를  재생하였을  경우의  로보트의  어떤  1축의 궤
적을 표시한 도면.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중앙처리장치                          2 : 메모리

3 : 데이터버스                             4 : 레지스터

5 : 카운터                                    6 : 위치검출기

7~12 : 궤적교시회로                    13 : I/O 인더페이스

14 : 기록스위치                            15 : 투울제어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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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투울                                      17 : 속도지렁기

18 : 서어보회로부                         19 : 모우터

20 : 속도·위치검출기                   21~26 : 제어부

t : 교시데이터기록주기                   T : 동작지령출력주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티이칭플레이백 방식의 로보트에 있어서의 교시데이터의 기록·재생방법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티이칭플레이백  방식의  로보트에  있어서의  교시데이터의  기록방식에는,  로보트의 동작궤적상
의  중요한  수개의  점의  위치만을  교시데이토로서  부여하는  PTP(Point  to  Point)방식과,  로보트의 아
암을  비롯한  기체(氣體)를  직접  작업자가  움직여서  동작궤적을  연속적으로  기록하는 CP(Continuou
s)방식이  있다.  이중,  후자의  CP  방식에  있어서는,  공작궤적을  교시할  때,  그  궤적을  정해진 시간
(교시데이터기록주기)마다  샘플링하여  그  위치데이터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  데이터의  기록개시  및 
정지는 스위치조작에 의하고 있다.

CP  방식의  티이칭은  미세한  동작  궤적을  티이칭  하는데  유효한  방식이나,  교시데이터  기록주기 t마
다  자동적으로  기록하는  것과  작업자가  직접  로보트의  기체를  움직이고  있는  것에  기인하여,  다음의 
문제점을 가지게 된다.

①  리이팅  도중에서  티이칭을  일시  중단할때는,  로보트을  일단  정지시킨  후  기록을  정지하는 수위치
조작이  필요하며,  기록을  재개할때도  스위치조작이  필요하고  그후  로보트를  재차  움직이게  하는 것
으로  되어,  제5도에  표시한  바와같이  시작  5t에서부터  13t까지,  위치데이터로  해서 P5 에서부터 P10까

지  동일  위치에서  정지시키고,  또한  8t에서부터  11t까지  기록을  정지시키고  있다.  따라서,  기록의 
정지나  재개의  스이치조작이  번잡하게  되고,  기록스위치를  오프한  그  전후에  있어서  쓸데없는  스텝 
P5 , P6P7 , P8 , P9 가  기록되어서  메모리를  여분으로  사용하는  외에,  불필요한  정지상태가  발생하여 로

보트의  사이클  타임이  필요이상  길어진다.  제6도는  로보트동작시에의  상태를  표시한다.  T는 동작지
령 출력주기이다.

②  로보트의  재생운전시에  필요한  외부와의  인터록이나  로보트핸드에  장착한  루울의  제어등 기능데
이터의  기록조작은,  불필요한  스텝을  기억하지  않도록  하는  위치데이터만을  기록한  후,  그  위치를 
재현하면서  행하여지기  때문에,  티이칭을  프로그램의  선두에서부터  2번  행하는  것으로  되어, 티이칭
에 시간이 걸리게 된다. 

그리하여,  본  발명은  상기한  ①,  ②의  문제점에  비추어,  CP  방식에  있어서  불필요한  스텝을 제외하
여  메모리의  기억용량을  저하시키거나  사이클타임이  길어지거나,  또는  티이칭에  시간이  걸리거나 하
는 일없이, 또 번잡한 스위치조작을 없애도록한 교시데이터의 기록, 재생 방법을 제공한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는  본  발명은,  로보트의  아암이나  축으로  이루어진  기체를  움직여서  그  동작 
궤적으로  미리  정해진  시간마다  샘플링하여  티이칭을  행하는  로보트에  있어서,  메모리수단으로  전회 
기억한  위치데이터로부터  유의차(有意差)분  이상  변화한  아암이나  축의  위치데이터만을 교시데이터
로서  기억하고,  제어수단으로  티이칭시에  기체를  이동시키기  위해  소요된  시간과  무관계로  상기 교
시데이터를 미리 정해진 시간마다 위치데이터로서 재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유의차의  위치데이터만이  교시데이터로서  기록되고,  재생에서는  이  교시데이터를  일정시간마다 재생
하므로,  로보트정지시에는  교시데이터의  기록이  행하여지지  않는다.  또한  본  발명은,  미리  정해진 
연속된  시간마다  로보트의  일부를  관련된  데이터를  메모리수단에  연속적으로  격납하는  단계와, 메모
리수단에  적어도  몇  개의  격납된  데이터를  교시데이터로써  기록하는  단계와,  격납된  데이터를  전회 
기록된  교시데이터와  비교하는  단계와,  전회  기록된  교시데이터로부터  적어도  소정의  양만큼  변화한 
격납  데이터만을  기록하는  기록단계와,  제어수단으로  격납되는  데이터의  격납시간고는  관계없이 미
리 정해진 연속된 간격마다 교시데이터를 재생하는 단계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하, 제1도 내지 제4도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설명한다.

제1도  및  제2도는  6축제어  로보트의  궤적을  교시하여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회로구성을  도시한다. 
제1도에  있어서,  작업자는  로보트에  이암이나  기체의  일부(도시생략)를  움직여서  궤적을  교시하는 
것이나,  그때  로보트의  각축에  장착된  위치검출기(6)로부터  위치펄스가  출력된다.  이  펄스는 카운터
(5)에서  카운트되어,  교시데이터기록주기  t마다  레지스터(4)에  펄스데이터를  래치한다.  이와같은 기
능을 갖는 궤적교시회로(7)는 다른 5축에도 존재하여 궤적교시회로(8)~(12)를 가진다.

레제스터(4)내에  래치된  펄스데이터는,  로보트의  제어를  행하는  중앙처리장치(CPU)에  의해서  일정한 
조건하에서 메모리(2)내에 격납된다. 여기서 말하는 일정조건하란 다음의 것을 말한다.

①  메모리(2)에  데이터를  기억하기위한  기록스위치(14)가  OFF에서  ON으로  절환되었을  때,  ② 기록스
위치(14)는  ON  상태에서,  6축중  적어도  어느  1축의  레지스터(4)의  데이터가  전회  메모리(2)에 격납
된  데이터로부터  미리  정해진  정수  △L이상  변화하였을때,  또,  로보트의  손목축선단부에  장착된 투
울(16)(예를들면  스페리이건)은,  투울제어스위치(15)가  ON이고  또한  상기  조건  ②에  명시한 레지스
터(4)의  데이터가  정수  △L보다  큰  경우에  ON으로  된다.  이  상태도  위치데이터와  동시에 메모리(2)
에 기록된다. 또한, 제1도에서 (3)은 데이터버스, (13)은 I/O 인터페이스이다.

제2도는 로보트의 동작제어를 행하는 회로구성을 도시한다.

CPU(1)는  이미  메모리(2)에  격납되어  있는  위치데이터를  근거로  동작지령출력  주기  T마다  각축의 속
도지령기(17)에  속도지령을  부여하고,  서어보회로부(18)에  의해  모우터(19)를  움직여서  로보트의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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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백을  행하는  것이다.  또한,  (20)은  속도위치검출기이며,  전체적으로  제어부(21)~(26)는 각측마
다 존재한다. 또 위치데이터와 동시에 기록된 기능데이터에 의거하여 투울(16)이 ON, OFF제어된다. 

이리하여,  제3도에  도시한  바와같이  교시데이터의  기록에  있어서는,  기록스위치의  OFF에서부터  ON시 
또는  레지스터(4)의  데이터가  전화의  격납데이터로부터  △L이상  변화하였을  때에만  행하게  되므로, 
시각  5t에서부터  13t까지,  즉  로보트  정지시부터  재동작까지는  메모리(2)에의  데이터의  격납도  없고 
투울(16)의  메모리(2)에의  기록도  없어진다.  즉,  전회메모리(2)에  격납된  위치데이터와 레지스터
(4)의  데이터의  차  △P와,  미리  정하여진  정수  △L을  비교하여,  6축중  적어도  1축이  △P  〉△L이면, 
레지스터(4)의 데이터 Pi가 메모리(2)에 격납된다. △L은 위치검출기(6)의 값의 
어정거림(불안)이나,  작업자가  정지시키고  있는  동안(제3도에  있어서의  5t~13t사이)의  로보트의 미
소한  움직임을  무시하기  위한  미소한  값의  정수로서,  예를들면  유의(有意)의  오차범위에서의  영으로 
간주할 수 있는 범위의 것이다. 

제4도는  동작프로그램의  재생을  도시한  것으로서,  도면에  표시한  바와같이,  불필요한  스텝이  없는 
움직임으로 된다.

또한,  로보트을  어떤  위치에서  정지시키는  동작프로그램을  티이칭  할때는,  기록스위치(14)를  N회 
ON/OFF하므로서,  동일위치데이터가  N스텝  기록되고,  재생시에는  N×T의  동안  로보트이  일시 정지한
다.

또,  로보트을  등간격으로  이동시켜,  그때마다  기록스위치(14)를  ON/OFF  시키므로서,  1점씩 위치데이
터를  기록시키고,  재생시에는  등속도로  재생시키는  동작프로그램도,  CP  방식의  위치교시방식으로 가
능하게 된다.

또,  제3도에  도시된  바와같이  기록의  중단과  동시에  투울(16)도  OFF하므로서,  투울(16)이  소비하는 
재료(예: 도료, 밀폐제(sealant)등)이 불필요한 소비를 억제할 수 있다.

이상의  설명에서  알  수  있는  바와같이,  본  발명에  의한  방식으로  궤적교시를  행하였을  경우,  티이팅 
작업이  간편하게  될  뿐만  아니라,  티이칭작업의  일시중단에  의해  재생궤적에의  영향을  없애고, 
또한,  적은  메모리용량으로  동작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고,  또  사이클타임의  단축을  도모할  수도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로보트의  복수의  아암이나  축으로  이루어진  기체를  움직여서  그  동작궤적을  미리  정해진  시간마다 
샘플랭해서  티이칭을  행하는  로보트에  있어서,  메모리수단으로  전회  기억한  위치데이터로부터 유의
차분  이상  변화한  아암이나  축의  위치데이터만을  교시데이터로써  기록하고,  제어수단으로 티이칭시
에  기체를  이동시키기  위해  소요된  시간과는  관계없이  상기  교시데이터를  미리  정해진  시간마다 위
치테이터로써 재생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로보트에 있어서의 교시데이터의 
기록·재생방법.

청구항 2 

미리  정해진  연속된  시간마다  로보트이  일부에  관련된  데이터를  메모리  수단에  연속적으로  격납하는 
단계와,  메모리수단에  적어도  몇  개의  격납된  데이터를  교시데이터로써  기록하는  단계와,  격납된 데
이터를  전회기록된  교시데이터와  비교하는  단계와,  전회기록된  교시데이터로부터  적어도  소정의 양
만큼  변화한  격납  데이터만을  기록하는  기록단계와,  제어수단으로  격납되는  데이터의  격납시간과는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연속된  간격마다  교시데이터를  재생하는  단계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로보트에 있어서의 교시데이터의 기록·재생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격납하는  단계는  로보트의  복수의  축의  이동에  대한  제어데이터를  격납하는 
것을  포함하고,  상기  기록단계는  각  축의  격납된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를  기록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로보트에 있어서의 교시데이터의 기록·재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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