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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다목적 하이브리드 로봇 시스템

요약

본 발명은, 온실 재배 생력화를 위한 다목적 하이브리드 로봇 시스템에 있어서: 직렬 매니퓰레이터와 병렬 매니퓰레이터를

혼합한 구조로서 작업에 따라 구조가 변경가능한 하이브리드 로봇과; 하이브리드 로봇을 제어하는 로봇제어장치로 구성하

되; 하이브리드 로봇은; 다목적으로 조작 가능한 하이브리드 매니퓰레이터와, 작업을 수행하는 선단장치로 구성되고, 하이

브리드 매니퓰레이터는, 다수의 병렬 링크를 포함하여 구성된 병렬 매니퓰레이터와, 병렬매니퓰레이터의 플랫폼에 장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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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선단장치를 공간좌표축 v,u,w중 u축이나 w축에 대하여 회전 가능케 하는 직렬 최종관절과, 병렬 매니퓰레이터를 공간

좌표축 x,y,z중 z축에 대하여 회전시키는 직렬 베이스관절로 구성하여서 작업에 따라 PUMA형과 SCARA형의 구조로 쉽

게 변경 가능하게 하고, 로봇제어장치는; 선단장치의 목표위치와 방향이 입력되었을 때 병렬 매니퓰레이터의 다수 링크길

이, 직렬 최종관절의 회전각 및 직렬 베이스관절의 회전각을 산출하며 역기구학과 순기구학을 통해 계산된 링크길이와 관

절 회전각으로 병렬매니퓰레이터와 직렬 최종관절, 직렬베이스 관절을 제어하고, 병렬 매니퓰레이터의 순기구학 센서를

이용하여 선단장치의 위치를 추종하게 한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로봇, 하이브리드 매니퓰레이터, 다목적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 예가 적용된 부분을 설명하기 위한 온실 재배 생력화 시스템 개략도,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다목적 하이브리드 로봇 시스템 구성도,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하이브리드 매니퓰레이터(2)에 채용된 병렬 매니퓰레이터(10a) 구조도,

도 4는 병렬 매니퓰레이터(10a)의 플랫폼(20)에 장착된 최종 관절(10b)의 구성도,

도 5는 도 4의 직렬 최종관절(10b)에서 부하에 의한 관성 모멘트를 설명하기 위한 도식도,

도 6은 병렬 매니퓰레이터(10a)의 베이스(22)에 장착된 직렬 베이스관절(10c)의 구성도,

도 7a 및 도 7b는 수확작업용 선단장치(4)의 구체 구성도,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주제어기(202)에서 하이브리드 매니퓰레이터(2)를 제어하는 제어흐름도,

도 9 내지 도 14는 본 발명의 하이브리드 매니퓰레이터 제어 및 위치추적을 위한 기구학 해석을 위한 도면,

도 15a 및 도 15b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하이브리드 로봇 시스템의 주제어기(202)에서의 수확작업의 제어 흐름도,

도 16은 도 15a 및 도 15b에 따른 멜론 수확작업 과정을 보여주는 도면,

도 17 내지 도 22는 하이브리드 로봇의 위치제어 성능평가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시설재배 자동화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다목적 하이브리드 로봇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시설재배의 자동화를 위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멜론을 제외한 타작물의 육묘작업, 시

비작업, 정지작업, 파종작업, 관수작업, 수확작업, 선별작업, 포장출하작업 등의 다양한 작업공정별로 개별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단위 작업용 전용장치 개발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국외에서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노지 멜론의 수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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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이식작업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험실 수준 내지 국부적인 성능시험 정도로 실용화되지 못하고 있다. 일

본의 경우, 딸기, 토마토, 오이 등의 로봇화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온실 멜론재배 자동화에 관한 연구는 전무

하다. 유사한 연구로 수박과 같이 크고 무거워서 다루기 힘든 과일의 수확을 위해 수동으로 조작되는 수박 수확용 매니퓰

레이터와 선단장치가 개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단위작업용 전용장치는 투입설비가 다양해져서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실제 작업가동시간을 고려한 작

업 공정별 전용작업기계의 가동률을 떨어뜨리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관리재배의 생력화를 위한 작업기 및 설비의 개발은

언급한 경제성, 실용성 그리고 작업의 난이도 및 기계 가동률 등의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각도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농업용 로봇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

다.

현재까지 농업분야의 로봇에 대한 연구는 농업기계의 무인화 및 직렬 로봇(serial robot)을 이용한 수확용 로봇과 축산용

로봇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농업기계화 연구소, 1996). 일반적으로, 6 자유도 수직 다관절 로봇 구조를 이용하는 직렬 로

봇의 경우, 큰 작업공간을 가질 뿐만 아니라 작은 공간에서도 효과적으로 유연하게 작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직

렬 로봇의 구조는 긴 외팔보 형상이므로, 강성이 높지 못하여 큰 하중이나 진동이 걸리는 작업에 취약하고 각 링크의 오차

가 로봇의 끝단에 누적되어 나타나게 되는 단점이 있다.

수직 다관절(articulated robot) 이외의 6 자유도 이상의 직렬 로봇을 이용하여 선단장치를 제어하는 경우, 선단장치 위치

제어를 위해 역기구학(inverse kinematics) 문제를 풀어야하나 무수히 많은 관절 구성을 통해 같은 위치에 도달할 수 있으

므로 풀기 어려우며, 특이해(singularity)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또한 직렬 방식의 경우 각 관절에서 소요

되는 관절의 토크는 앞 관절의 자중과 관성에 의한 토크를 고려하여 설계되어야한다. 이러한 경우 선단 관절의 가반 하중

을 크게 하기 위해서 베이스 관절 토크는 매우 커야 한다. 그러나 선단 관절의 토크를 크게 하기 위해 용량이 큰 모터를 사

용하는 경우, 시설 내에서 사용하기에 부적절할 정도로 매니퓰레이터의 크기가 커지거나, 이동차량에 탑재할 수 없을 정도

로 무거워지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산업로봇분야에서 6 자유도 이상이며, 높은 가반 하중을 가진 매니퓰레이터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매니퓰레이터는 자동차 및 비행 시뮬레이터에서 사용되고 있는 병렬 매니퓰레이

터이다.

병렬 매니퓰레이터는 선단장치 위치제어를 위한 역기구학의 해를 구하기 쉽고, 강성도(stiffness)가 높으며, 관성이 적고,

가반 하중이 높은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작업공간이 적고, 설계하기 어려우며, 로봇의 현재위치를 구하는 순기구학(forward

kinematics) 문제를 풀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또한 일반 산업용 로봇과 달리 농업은 특성상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므로 작업에 따라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어야하나 기존의 농업용 로봇은 전용 작업형식이므로 구조를 변경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전용 작업형식이 아니고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있으며 작업에 따라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

는 다목적 하이브리드 로봇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온실에서 멜론재배를 위해 기존에 인력으로 수행되어온 병해충 방제, 교배 및 수확작업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병렬-직렬 구조로 된 다목적 하이브리드 로봇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산업분야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직렬 매니퓰레이터와 병렬 매니퓰레이터를 혼합하여 직렬 매니

퓰레이터처럼 넓은 작업공간을 갖고 병렬 구조처럼 높은 가반 하중 및 정밀 위치제어 능력을 가지며, 작업에 따라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매니퓰레이터를 가진 다목적 하이브리드 로봇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들을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면들 중 동일한 구성요소들은 가능한

한 어느 곳에서든지 동일한 부호들로 나타내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는 공

지 기능 및 구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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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본 발명의 실시 예가 적용된 부분을 설명하기 위한 온실 재배 생력화 시스템 개략도이다.

온실 재배 생력화 시스템은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동차량(1)에 탑재되며, 하이브리드 매니퓰레이터(2)와 선단장치

(4)를 포함하는 하이브리드 로봇(100)과, 로봇 제어장치(200)와, 및 CCD카메라(6)를 포함하는 기계시각시스템으로 구성

된다.

도 1의 온실 재배 생력화 시스템 중에서, 점선 박스로 표시한 부분이 본 발명에서 다목적 하이브리드 로봇시스템으로 구현

코자하는 '본 발명 적용분야'로서, 하이브리드 매니퓰레이터(2)와 선단장치(4)로 구성되는 하이브리드 로봇(100)과, 로봇

제어장치(200)를 포함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다목적 하이브리드 로봇 시스템 구성도로서, 직렬 매니퓰레이터와 병렬 매니퓰레이터를

혼합한 구조로서 작업에 따라 구조가 변경가능한 하이브리드 로봇(100)과, 하이브리드 로봇(100)을 제어하는 로봇제어장

치(200)로 구성한다.

본 발명의 실시 예에서 하이브리드 로봇(100)은, 가지나 잎과 같은 장애물을 회피할 수 있도록 여유자유도를 가지며, 수박

이나 멜론과 같이 중량이 무겁고 부피가 큰 작물의 수확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가반하중이 크고, 교배와 같이 정밀한 작

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작업에 따라 PUMA(Programmable Universal Machine for Assembly)형과 SCARA(Selective

Compliance Assembly Robot Arm)형으로 구조 변경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로봇으로 구현한다.

도 2에서, 본 발명의 하이브리드 로봇(100)은, 다목적으로 조작가능한 하이브리드 매니퓰레이터(2)와, 작업을 수행하는

선단장치(4)로 구성된다. 상기 하이브리드 매니퓰레이터(2)는, 도 3과 같은 구조의 병렬 매니퓰레이터(10a)와, 선단장치

(4)를 공간좌표축 v,u,w중 u축이나 w축에 대하여 회전 가능케 하는 직렬 최종관절(10b)과, 병렬 매니퓰레이터(10a)를 공

간좌표축 x,y,z중 z축에 대하여 회전시키는 직렬 베이스관절(10c)로 구성함으로써, 작업에 따라 PUMA형과 SCARA형의

구조로 쉽게 변경 가능하게 구현함과 동시에 일반적인 병렬 매니퓰레이터의 장점을 최대로 활용한다. 즉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하이브리드 매니퓰레이터(2)는 병렬 매니퓰레이터(10a)에서 직렬관절(10b,10c)가 유기적으로 결합 추가된 이

른바 '수정된 병렬 매니퓰레이터'가 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하이브리드 매니퓰레이터(2)의 구성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하기와 같다.

로타리(rotary)방식의 병렬기구는 고속 동작이 가능하나 강성이 부족하므로 정밀 위치제어에 적합하며, 고정 선형(fixed

linear) 방식은 큰 설계공간을 필요로 하므로 대형 로봇에 적합하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매니퓰레이터의 형태로 강성이

크고 출력이 큰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은 병렬 매니퓰레이터 구조 바람직한 일예로서, 6-6 SPU 스튜어트-거프 플랫폼을

채용한다.

일반적인 스튜어트 플랫폼 병렬 매니퓰레이터는 동적 영향이 병렬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높은 강성 및 가반 하중을 가지며

고속 및 정밀제어가 가능한 특징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병렬 매니퓰레이터도 베이스 플랫폼의 수직에 대한 작업은 수행할

수 있으나 선단부가 멜론의 방향을 향해서 작업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발명

의 실시 예에서는 도 3과 같은 병렬 매니퓰레이터(10a)의 플랫폼(20)상에서 선단장치(4)의 자세와 위치를 변환하기 위한

최종 링크(도 4의 42)를 추가한다. 상기 최종링크(42)는 병렬 매니퓰레이터(10a)의 플랫폼(20)상에 장착된 직렬 최종관절

(도 4의 10b)에 포함되어 있으며, 도 4와 함께 상세히 후술되어질 것이다.

먼저 도 3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병렬 매니퓰레이터(10a)의 구조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병렬 매니퓰레이터(10a)는 크게, 상부에 위치한 플랫폼(20), 하부에 위치한 베이스(22), 그 사이

에 병렬 구비된 6개의 선형 액츄에이터(24)들로 구성되며, 6개의 선형 액츄에이터(24)들의 길이변화에 의해 플랫폼(20)의

위치 및 자세가 변화하게 된다.

선형 액츄에이터(24)는 구동 방식에 따라, 전기식, 유압식, 공압식이 있다. 유압식은 오염이 심하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고

가이므로 온실에서 재배되는 식물에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 또한 공압식은 위치제어의 정확성과 응답성이 낮다. 그에

따라 본 발명의 실시 예에서는 간단하고, 저렴하며, 위치제어 등의 장점을 갖는 전기식 액츄에이터(EasyCat 33 Series,

SKF, Sweden)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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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플랫폼(20)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선형 액츄에이터(24)의 상부단에는 구면 관절(26)을 개입시켜 플랫폼(20)과

연결하며, 선형 액츄에이터(24)의 하부단을 베이스(22)와 연결 시에는 선형 액츄에이터(24)의 축 방향 자유도는 불필요하

므로 유니버설 관절(28)을 이용하여 연결한다. 이때 유니버설 관절(28)과 선형 액츄에이터(24)의 하부단 간은 연결부(30)

가 매개로 해서 연결된다.

도 3의 병렬 매니퓰레이터(10a)에서 미끄럼 관절인 선형 액츄에이터(24)만이 능동 관절이며 구면 관절(26) 및 유니버설

관절(28)은 피동 관절이다.

다시 도 2로 돌아가면,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하이브리드 매니퓰레이터(2)는 도 3의 병렬 매니퓰레이터(10a)에 직렬

최종관절(10b)을 부착하는 방법에 따라 쉽게 구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작업이 가능케 한다. 즉 본 발명의

하이브리드 매니퓰레이터(2)는 SCARA형 하이브리드 매니퓰레이터나 PUMA형 하이브리드 매니퓰레이터로 구조변경을

할 수 있다.

온실에서 교배 및 적과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잎이나 가지와 같은 장애물에 의해 목표대상에 접근하기 어려우므로 잎이나

가지와 같은 장애물을 회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w축에 대한 여유자유도를 갖도록 최종 관절(10b)을 부착하는

경우 하이브리드 매니퓰레이터(2)는 통상 수직 축에 대해 3개의 회전 관절과 1개의 미끄럼 관절을 가지는 직렬방식의

SCARA 매니퓰레이터와 유사한 구조의 SCARA형 하이브리드 매니퓰레이터로 구성될 수 있다.

또한 수확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수확된 대상물을 수거 통에 내려놓아야한다. 따라서 수거 통에 내려놓기 위해 u축에 대한

여유자유도를 갖도록 최종 관절(10b)을 부착하는 경우, 하이브리드 매니퓰레이터(2)는 z축에 대한 1개의 회전 관절과 x축

에 대한 2개의 회전 관절로 구성된 직렬 방식의 PUMA 로봇과 유사한 구조의 PUMA형 하이브리드 매니퓰레이터로 구성

될 수 있다.

도 4는 병렬 매니퓰레이터(10a)의 플랫폼(20)상에 장착된 직렬 최종관절(10b)의 구성도로서, 선단장치(4)의 자세와 위치

를 변환하기 위한 최종 링크(42) 등의 구성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도 5는 도 4의 최종관절(10b)에서 부하에 의한 관성

모멘트를 설명하기 위한 도식도이다.

도 4를 참조하면, 직렬 최종관절(10b)은, 병렬 매니퓰레이터(10a)의 플랫폼(40)상에 부착되는 최종링크(42)와, 직렬 최종

관절(10b)을 회전시키기 위한 AC 서보모터(44)와, AC서보모터(44)의 토크를 증가시키기 위한 감속기(46) 및 기어(48),

그리고 선단장치 링크(50)로 구성한다.

직렬 최종관절(10b)의 감속 기어 비 N은 하기 수학식 1을 통해서 선정되되, 부하에 의한 관성에 강성하도록 수확작업 시

의 부하에 의한 관성모멘트 Jload를 고려한다.

수학식 1

여기서, Jmoter : 모터의 관성모멘트,

Jload : 부하의 관성모멘트

부하에 의한 관성모멘트 Jload는 도 5에 도식된 바와 같이 직렬 최종관절(10b)의 중심으로부터 질량 중심까지 거리와 질량

을 이용하여 하기 수학식 2의 방법으로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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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2

실제 일 예로 본 발명의 실시 예에서는 직렬 최종관절(10b)로부터 질량 중심까지 거리를 오토캐드(Autocad)를 이용하여

구하였으며, 질량은 각각의 무게를 측정하여 구하였다. 구해진 질량과 질량 중심까지 거리는 하기 표 1에 나타내었다.

[표 1]

  메론  그립퍼  선형모션시스템  모터  관절

 질량(kg)  3  2.36  1.36  1.60  0.34

 거리(m)  0.45  0.41  0.16  0.09  0.04

= 1.05kg/m2

본 발명의 일 예로 선정된 AC서보모터(44)는 MSM022A1E(Panasonic, Japan)이다.

따라서, 직렬 최종관절(10b)의 감속 기어 비 N는 하기 수학식 3과 같다.

수학식 3

선정된 AC 서보모터(44)의 최대 감속기어 비는 30:1이므로, 감속기어 비 N을 105이상으로 하기 위해 감속기어(56,58)의

출력축에 4:1 기어를 부착하면 된다.

도 6은 하이브리드 매니퓰레이터(2)의 구성요소중 하나로서 병렬 매니퓰레이터(10a)의 베이스(22)하부에 장착된 직렬 베

이스관절(10c)의 구성도이다.

도 6을 참조하면, 직렬 베이스관절(10c)은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z축에 대한 회전 작업공간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AC 서보모터(60)(FMA-KN22-AB10, LG-OTIS, Korea), 병렬 매니퓰레이터(10a)의 회전 시 직렬 베이스관절 제어기

(210)의 배선이 얽히지 않도록 직렬 베이스관절 제어기(210)가 병렬 매니퓰레이터(10a)와 동시에 회전하는 제어기 부착

판(62), 병렬 매니퓰레이터 부착판(64), 그리고 z축에 대한 회전각 측정을 위한 회전 센서인 엔코더(encoder)(66)로 구성

한다. 또한 베이스 직렬과 병렬의 전체 무게를 고려하여 토크를 증가시키기 위해 20:1의 감속기(68)가 추가 구성된다.

상기한 바와 같은 구조의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하이브리드 매니퓰레이터(2)는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 기계의

작업 효율을 증가 시키고 농가의 기계 구입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

한편 하이브리드 매니퓰레이터(2)에는 직렬 최종관절(10b)에는 수확작업시 사용되는 선단장치, 교배 작업시 사용되는 선

단장치, 과실의 병해충 방제작업시 사용되는 선단장치 등 다양한 선단장치들이 장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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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온실에서 수확작업은 수평에서 멜론을 잡고, 수직으로 멜론을 내려놓으므로 수직에서 멜론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큰 힘으로 멜론을 파지해야하나, 큰 힘으로 멜론을 파지하는 경우 멜론을 변형시켜 품질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변형시키지 않고 멜론을 파지하기 위한 수확작업용 선단장치를 구현한다.

도 7a 및 도 7b는 수확작업용 선단장치(4)의 구체 구성 및 제어장치 블록 구성도이다.

도 7a와 도 7b를 함께 참조하면, 수확작업용 선단장치(4)는, 크게, 그리퍼(70), 커터(72), 그리고 선단장치 제어기(도 2의

204)로 구성된다.

선단장치 제어기(204)는 로봇 제어장치(200)의 도 2의 주제어기(202)의 제어신호에 의해 스텝모터 구동부(90)에 방향과

펄스 신호를 전달하거나 RC서보모터제어기(92)에 제어신호를 전달한다. 스텝모터 구동부(90)는 선단장치 제어기(204)로

부터 입력받은 방향과 펄스신호에 의해 스텝모터(80)를 구동시키며, 스텝모터(80)는 정회전과 역회전을 수행한다.

그리퍼(70)는 파지 시의 힘을 측정하는 압력 센서(76), 멜론을 잡는 핑거(finger)(78), 핑거(78)를 구동하는 스텝모터(80),

스텝 모터(80)의 회전운동을 직선운동으로 변환하는 직선운동 가이드(linear guide)(81)와 직선운동 베어링(82), 직선운

동 베어링(82)의 상승과 하강을 핑거(78)의 회전운동으로 변환하는 아이들 풀리(83), 핑거(78)의 양쪽 끝과 직선운동 베어

링(82)의 상단과 하단을 각각 연결하여 직선운동 베어링(82)의 상승과 하강에 따라 핑거(78)를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잡아

당겨 멜론을 잡거나 놓는 두개의 와이어(84)로 구성한다. 상기 직선운동 가이드(81)와 직선운동 베어링(82)는 '구동용 직

선운동장치'가 된다.

그리퍼(70)는 스텝 모터(80)의 정적 토크를 이용하여 멜론을 변형시키지 않고 파지가능하며, 커터(72)에는 RC서보모터

(94)가 장착되어 있어, RC서보모터제어기(92)가 선단장치 제어기(204)의 제어신호에 의해 RC서보모터(94)의 회전각을

제어함에 의해 커터(72)가 줄기를 T자형으로 절단한다. 커터(72)의 T자형 절단으로 정교한 절단이 수행됨에 따라 수확된

멜론이 고품질로 평가되어질 수 있다.

다시 도 2로 되돌아가서 하이브리드 로봇(100)을 제어하는 로봇 제어장치(200)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한다.

로봇 제어장치(200)는, 주제어기(202), 선단장치 제어기(204), 직렬 최종관절 제어기(206), 액츄에이터 제어기(208), 직

렬 베이스관절 제어기(210), 위치측정시스템(212) 및 RS-R85 멀티플랙서(214)로 구성된다.

주제어기(202)는 역기구학 및 순기구학 해석을 통해 직렬 관절(10b,10c)의 회전각과 병렬 매니퓰레이터(10a)의 링크길이

를 계산하여 전송하여 주며, 선단장치(4)의 작업을 지시하여 준다. 선단장치 제어기(204)는 선단장치(4)에 장착되며 주제

어기(202)로부터의 작업 지시에 따라 선단장치(4)의 작업을 제어한다. 직렬 최종관절 제어기(206)는 병렬 매니퓰레이터

(10a)의 플랫폼(20)에 장착된 직렬최종관절(10b)을 제어하고, 직렬 베이스관절 제어기(210)는 뱅렬 매니퓰레이터(10a)의

베이스(22) 하부에 장착된 직렬 베이스관절(10c)을 제어한다. 액츄에이터 제어기(208)는 병렬 매니퓰레이터(10a)의 6개

의 선형 액츄에이터(24)들을 제어하고, 위치측정시스템(212)은 하이브리드 매니퓰레이터(2)의 실시간으로 위치 측정을

수행한다. 그리고 RS-485 멀티플렉서(214)는 1개의 주 제어기(202)로부터 6개의 선형 액츄에이터(24)들을 제어하는 액

츄에이터 제어기(208)와 직렬 최종관절 제어기(206) 및 직렬 베이스관절 제어기(210)로 제어신호를 선택적으로 전송한

다.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주제어기(202)에서 하이브리드 매니퓰레이터(2)를 제어하는 제어흐름도이다.

도 8을 참조하여, 주제어기(202)에서의 제어 동작을 설명하면 하기와 같다.

① 로봇제어장치(200)의 주제어기(202)는 기계시각시스템에 의해서 획득되어 입력되는 목표위치 x,y,z와 방향 θ,Φ,Ψ을

획득하여(도 8의 300단계) 역기구학을 통해 선형 액츄에이터(24)들의 링크길이와 직렬관절들(10b,10c)의 회전각을 계산

한다(도 8의 302단계). 계산된 링크길이와 회전각을 RS-485 시리얼 통신방식을 이용하여 RS-485멀티플랙서(214)를 통

해 각 제어기(206,208,210)에 전송한다(도 8의 304단계).

② 액츄에이터 제어기(208)는 주 제어기(202)로부터 입력된 링크길이와 회전각에 따라 액츄에이터 제어 알고리즘을 통해

각 액츄에이터(24)의 링크길이를 제어하며, 직렬 최종관절 제어기(206) 및 직렬 베이스관절 제어기(210)는 직렬 관절 제

어 알고리즘을 통해 회전각을 제어한다(도 8의 30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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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액츄제어터 제어기(208)가 링크길이를 제어하고 직렬 관절제어기(210,212)가 회전각을 제어하는 동안 주 제어기(202)

는 RS-232통신을 통해 위치 측정시스템(212)로부터 데이터를 획득하여 순기구학을 통해 현재의 위치와 방향을 계산한다

(도 8의 308,310단계).

④ 순기구학을 통해 계산된 위치와 방향을 목표위치와 방향과 비교하여 목표위치에 도달하면 새로운 목표위치에 대한 데

이터를 획득하기 위해 처음 위치로 돌아간다(도 8의 312단계).

⑤ 위의 ①에서 ④의 과정을 반복한다.

한편 상기한 주제어기(202)가 링크길이와 회전각 계산을 위해 적용하는 순기구학 및 역기구학 해석을 포함한 하이브리드

매니퓰레이터(2) 제어 및 위치 추적을 위한 기구적 해석을 하기에서 상세히 설명한다.

* 하이브리드 매니퓰레이터 제어 및 위치추적을 위한 기구학 해석

로봇의 기구학적 해석은 선단장치(4)를 원하는 목표위치에 도달하도록 요구되는 링크 길이 및 회전각을 결정하는 역기구

학과 링크길이 및 회전각이 주어질 때 로봇 선단장치의 위치를 추적하는 순기구학으로 나누어진다. 로봇의 기구학적 해석

방법은 기하학적으로 해석하는 방법, Denavit-Hartenberg에 의해 처음 주창되었던 D-H 인자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모든 매니퓰레이터의 운동을 나선운동으로 표현하여 구하는 POE공식(product of exponentials formula)를 이용하는 방

법이 있다. 이러한 방법 중 기하학적 해석방법은 병렬 매니퓰레이터의 역기구학 해석에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직렬 매니

퓰레이터의 순기구학 해석에는 D-H 인자를 이용하는 방법과 POE 공식(formula)를 이용하는 방법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 많은 연구자들은 직렬 매니퓰레이터의 순기구학 해석에 POE 공식(formula)를 이용하고 있다.

본 발명에서는 하이브리드 매니퓰레이터의 역기구학 해석에는 기하학적인 해석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순기구학 해석용 센

서를 개발하여 센서와 POE 공식(formula)를 이용하여 병렬 매니퓰레이터의 순기구학을 해석하고 구한 병렬 매니퓰레이

터의 순기구학과 기하학적인 해석방법을 이용하여 하이브리드 매니퓰레이터의 순기구학을 해석하였다.

1. 하이브리드 매니퓰레이터 역기구학 해석

1.1 PUMA형 하이브리드 매니퓰레이터의 역기구학 분석

수확작업에 이용될 PUMA형 하이브리드 매니퓰레이터(2)는 도 9의 기하학적 도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정된 병렬 매니

퓰레이터 즉 하이브리드 매니퓰레이터(2)에 추가된 선단장치(4)의 위치와 베이스(하기에서는 "베이스프레임"이라고도 칭

함)을 회전시키는 로테이션 매트릭스(rotation matrix)이 추가되어 해석된다. 하이브리드 매니퓰레이터(2)의 직렬 최종관

절(10b)의 선단에 장착된 선단장치(4)의 중심 위치벡터는 , 고정된 기준점 O'으로부터 베이스(22) 프레임의 중심 O까

지 위치벡터는 이고, 기준점 O'으로부터 선단장치(4)의 중심 T까지의 위치벡터는 이다.

기준점 O'로부터 선단장치(4)의 중심까지 위치벡터 는 하기 수학식 4와 같이 기준점으로부터 베이스 프레임까지 위

치벡터 에 베이스 프레임의 중심으로부터 선단장치(4)의 중심까지 위치 벡터를 더하여 z축에 대하여 회전한 것과 같

다.

수학식 4

여기서, : z'축에 대한 로테이션 매트릭스(rotation matrix)

베이스 프레임의 중심으로부터 선단장치(4)의 중심까지 위치벡터 는 하기 수학식 5와 같이 수정된 병렬 매니퓰레이

터(10a)의 위치벡터 에 직렬 최종관절(10b)로부터 선단장치(4)의 중심까지의 위치벡터 를 u축에 대해서 회전시

켜 더한 결과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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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5

여기서, : 병렬 매니퓰레이터(10a)의 A프레임에 대한 B프레임 로테이션 매트릭스

: u'축에 대한 로테이션 매트릭스

수학식 4에 대입하여 위치벡터 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병렬 매니퓰레이터(10a)의 링크길이를 구하기 위해 위치벡터 를 일반적인 병렬 매니퓰레이터의 링크길이를 구하는 식

에 대입하면 하기 수학식 6과 같다.

수학식 6

목표위치 T의 오리엔테이션 매트릭스(orienttation matrix)는 는 수학식 7과 같다.

수학식 7

따라서 목표위치 T의 오리엔테이션 매트릭스(orientation matrix)을 스튜어트 플랫폼의 오리엔테이션 매트릭스

(orientation matrix)로 전환하면 수학식 8과 같다.

수학식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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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SCARA형 하이브리드 매니퓰레이터의 역기구학 분석

교배 및 적과작업에 이용될 SCARA형 하이브리드 매니퓰레이터는 도 10의 기하학적 도식에 나타낸 바와 같이 PUMA형

하이브리드 매니퓰레이터와 마찬가지로 수정된 병렬 매니퓰레이터(10a)에 추가된 선단장치(4)의 위치와 베이스 프레임을

회전시키는 로테이션 매트릭스(rotation matrix)이 추가되어 해석된다.

기준점 O'로부터 선단장치(4)의 중심까지 위치벡터 는 전기한 수학식 4와 같고 베이스 프레임의 중심 O로부터 선단

장치(4)의 중심까지 위치벡터 는 하기 수학식 9와 같이 수정된 병렬 매니퓰레이터의 위치벡터 에 직렬 최종관절

(10b)로부터 선단장치(4)의 중심까지 위치벡터 L2를 w축에 대하여 회전시켜 더한 결과와 같다.

수학식 9

여기서, : w'축에 대한 로테이션 매트릭스

전기한 PUMA형 하이브리드 매니퓰레이터와 같이 대입하여 위치벡터 에 대해 정리하여 대입하면 는 하기 수학

식 10이 된다.

수학식 10

목표위치 T의 방향을 나타내는 행렬을 라 하면,

이다.

따라서 목표위치 T의 오리엔테이션 매트릭스(orientation matrix)를 스튜어트 플랫폼의 오리엔테이션 매트릭스

(orientation matrix)로 전환하면 하기 수학식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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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11

2. 하이브리드 매니퓰레이터 순기구학 해석

2.1. 병렬 매니퓰레이터(10a)의 순기구학 분석을 위한 센서의 개발

본 발명에서는 병렬 매니퓰레이터(10a)의 위치와 자세를 쉽고 유일하게 구하기 위해 베이스(22)의 중심점과 플랫폼(20)의

중심점 사이에 도 11과 같이 상부와 하부에 각각 유니버셜 관절(150,152), 선형 액츄에이터(24)에 대응된 1개의 직선 슬

라이더(154), 그리고 1개의 회전 관절(156)로 구성된 피동의 6 자유도 링크가 연결되었다.

x와 y축에 대한 회전각을 측정하기 위해 로터리 포텐셔미터(M22S, Data Instruments, USA) 4개가 2개의 유니버셜 관절

(150,152)에 부착되고 z 축에 대한 회전각 측정을 위해 1개의 로터리 포텐셔미터는 플랫폼(20) 위에 부착된다. 또한 직선

슬라이더(154)의 늘어난 길이를 측정하기 위해 선형 변위센서(LT, Data Instruments, USA)는 상부와 하부 유니버셜 관

절(150,512) 사이에 부착된다.

2.2. 센서를 이용한 병렬 매니퓰레이터의 순기구학 분석

개발된 센서와 직렬 매니퓰레이터의 기구학 분석이론인 POE 공식(formula)을 이용하여 병렬 매니퓰레이터(10a)의 순기

구학 분석을 수행한다. 순기구학은 도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하학적으로 해석된다. 베이스(22) 프레임과 플랫폼(20) 사

이의 벡터 는 하기 수학식 12와 같이 벡터의 대수적 합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수학식 12

등록특허 10-0588811

- 11 -



벡터 는 2축 회전센서와 베이스 플랫폼 사이의 z축에 대한 l1만큼의 오프셋(offset)이다. 여기서, =(0,0,l1)로 나타낼

수 있다.

벡터 는 도 13과 같이 하부의 유니버설 관절(도 11의 152)의 x축에 대한 회전각 , y축에 대한 회전각 , 변위오

프셋 d1, 선형변위센서의 길이 , 상부의 유니버셜 관절(도 3의 150)의 x축과 선형 변위센서 사이의 오프셋 d2의 값으

로 수학식 13에 제시된 POE공식을 이용하여 나타낸다. 여기서, 이고, 이다.

수학식 13

0

여기서,

일 때 위치

최종적으로 구해진 위치 좌표 는 하기 수학식 14 내지 수학식 16과 같다.

수학식 14

수학식 15

수학식 16

병렬 매니퓰레이터(10a)의 오리엔테이션 매트릭스(orientation matrix) 는 순기구학 센서의 오리엔테이션 매트

릭스(orientation matrix) 와 같아야 한다. 그러므로 플랫폼(20)의 방향(orientation)을 나타내는 는 수학

식 17, 18, 19를 이용하여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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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17

수학식 18

수학식 19

여기서, 이다.

2.3 PUMA형 하이브리드 매니퓰레이터의 순기구학 분석

본 발명의 하이브리드 매니퓰레이터(2)의 위치 측정시스템(212)는 도 14에 나타낸 바와 같이 ①5개의 로터리 포텐셔미터

(250,252,254,256,258)와 1개의 선형 포텐셔미터(260), ②6자유도 직렬 링크로 이루어진 병렬 매니퓰레이터(10a)의 순

기구학 분석용 센서, ③직렬 최종관절(10b)의 위치 검출을 위한 로터리 포텐셔미터(262), ④디지털 방식으로 직렬 베이스

관절(10c)의 회전각을 검출하는 로터리 엔코더(264), ⑤1개의 12비트(bit) A/D 컨버터로 7개의 포텐셔미터 신호를 획득

할 수 있게 연결하는 멀티플렉서(266), ⑥7개의 포텐셔미터 신호와 1개의 엔코더(264)로부터 데이터를 획득하여 RS-232

시리얼 통신을 이용하여 획득된 데이터를 주제어기(202)로 전송하는 마이크로 제어기(268), 그리고 ⑦획득된 데이터를 하

이브리드 매니퓰레이터(2)의 순기구학 식에 대입하여 위치와 방향 값으로 변환하는 주 제어기(202)로 구성된다.

하이브리드 매니퓰레이터(2)의 역기구학 식으로부터 하이브리드 매니퓰레이터(2)의 순기구학 식은 수학식은 20 및 수학

식 21과 같다.

수학식 20

수학식 21

식 20과 식 21의 에 병렬 매니퓰레이터(10a)의 위치와 방향에 대한 수학식 14에서 수학식 19를 대입하면 하이브

리드 매니퓰레이터(2)의 순기구학을 구할 수 있게 된다.

상기와 같은 역기구학 및 순기구학 해석을 통해 로봇제어장치(200)의 주제어기(202)는 각 제어기(206,208,210)에 링크

길이 및 회전각을 전송하고 선단장치(4)의 작업을 지시할 수 있게 된다.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다목적 하이브리드 로봇 시스템의 주제어기(202)에서 수행하는 수확작업 제어 흐름도는 도 15a

및 도 15b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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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제어장치(200)의 주제어기(202)는 수확하기 위한 멜론의 위치 및 방향을 CCD카메라(도 1의 6)를 포함한 기계시각

시스템으로부터 입력받는다(도 15a의 400단계).

도 15a의 402단계에서의 첫번째 목표 위치 (x,y-100,z)는 수확작업용 선단장치(4)가 멜론을 정면으로 보기 위한 위치이

고, 도 15a의 410단계에서의 두번째 목표위치 (x,y,z)는 멜론이 실제 있는 목표위치임을 이해하여야 한다.

주제어기(202)는 도 15a의 402단계 내지 408단계를 통해 우선 첫번째 목표위치(x,y-100,z)와 방향에 수확작업용 선단장

치(4)가 존재하도록 서보제어하고, 그후 도 15a의 410단계 내지 416단계를 통해 실제 멜론이 있는 두번째 목표위치

(x,y,z)에 수확작업용 선단장치(4)가 존재하도록 서보제어한다.

먼저 주제어기(202)는 첫번째 목표위치 (x,y-100,z)와 방향을 역기구학에 대입하여 병렬 매니퓰레이터(10a)의 링크길이

와 직렬 최종관절(10b)의 회전각을 계산한다(도 15a의 402단계). 그후 계산된 링크길이와 회전각을 RS-485통신을 통해

서 하이브리드 매니퓰레이터(2)의 각 제어기(206,208,210)로 전송한다(도 15a의 404단계).

그에 따라 액츄에이터 제어기(208)나 직렬 관절제어기(206,210)는 주 제어기(202)로부터 입력된 링크길이나 회전각을 액

츄에이터(24)나 직렬 관절(10b,10c)에 부착된 센서 입력 신호와 비교하여 오차가 ε보다 작도록 제어한다.

주제어기(202)는 위치 측정 시스템(212)으로부터 RS-232 통신을 통해 센서 측정값을 획득하고 순기구학 식에 대입하여

선단장치(4)의 현재위치와 방향을 계산한다(도 16의 406단계).

주제어기(202)는 계산된 위치 및 방향와 목표위치 및 방향 간의 차이가 오차 범위이내인지를 검사한다(도 15a의 408단계)

.

오차범위 이내이면 주제어기(202)는 두번째 목표위치 즉 실제 멜론이 존재하는 위치 (x,y,z)와 방향을 역기구학에 대입하

여 링크길이와 회전각을 계산한다(도 15a의 410단계).

그 후 도 15a의 404단계 내지 408단계에서와 같은 과정(도 15a의 410단계 내지 416단계)을 거쳐 수확작업용 선단장치

(4)가 목표로 하는 지점에 위치하도록 제어한다.

수확작업용 선단장치(4)가 목표위치에 도달하면 주제어기(202)는 선단장치 제어기(204)에 병렬 포트를 이용하여 멜론파

지를 위한 GRIP_ON 신호를 전달한다(도 15a의 418단계).

주제어기(202)로부터 GRIP_ON 신호를 입력받은 선단장치 제어기(204)는 압력센서(도 7a의 76)를 통해 측정된 그리퍼

(70)의 파지력이 임계 값을 초과하지 않을 때까지 파지하기 위해 그리퍼 구동용 직선운동장치를 스텝모터(80)의 구동을

통해서 상승시킨다. 파지력이 임계 값을 초과하면 직선운동장치를 정지시켜 파지력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줄기를 절단

하기 위해 커터(72)가 부착된 RC서보모터(94)를 구동한다. 커터(72)를 이용하여 줄기를 절단한 후, 선단장치 제어기(204)

는 주 제어기(202)에 수확 작업의 끝마쳤다는 신호를 병렬 포트를 통해 전달한다.

한편 주제어기(202)는 병렬 포트를 통해 수확작업이 끝마쳤다는 신호를 수신하게되면(도 15a의 420단계 및 422단계), 그

후 멜론을 손상하지 않기 위해 y축 방향으로 -100 ㎜이동에 필요한 역기구학을 계산하고, 계산된 링크길이를 액츄에이터

제어기(208)에 전송하여 멜론이 손상되지 않는 위치로 수확용 선단장치(4)가 이동되게 제어한다(도 15a의 424단계 내지

428단계).

주제어기(202)는 수확작업용 선단장치(4)가 멜론이 손상되지 않는 위치에 도달하게되면, 정해진 수거통 위치에 대한 역기

구학을 계산하고 액츄에이터 제어기(208)와 직렬 관절 제어기(10b,10c)에 전달하여 수확용 선단장치(4)가 수거통 위치로

이동되게 제어한다(도 15b의 432단계 내지 434단계).

수확작업용 선단장치(4)가 수거통 위치에 도달하면, 주제어기(202)는 선단장치 제어기(204)에 멜론을 내려놓게 하기 위

한 GRIP_OFF 신호를 전달한다(도 15b의 436단계).

주제어기(202)로부터 GRIP_OFF 신호를 전달받은 선단장치 제어기(204)는 멜론을 내려놓기 위해 그리퍼 구동용 직선운

동장치를 하강시킨다. 멜론을 내려놓은 후 작업을 끝마쳤다는 신호를 주제어기(202)에 전달한다(도 15b의 438단계 및

440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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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후 다음 수확을 위한 위치로 차량을 이동하면서 로봇의 초기위치로 이동한다(도 15b의 442단계).

도 16에서는 도 15a 및 도 15b의 제어 알고리즘에 의거하여 수행되는 멜론 수확작업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하이브리드 로봇의 위치제어 성능평가

로봇 성능 평가를 위해 임의의 입력된 목표위치(x,y,z)와 방향(ψ,θ,φ)에 대해 병렬 매니퓰레이터(10a)의 6개의 링크길이

와 2개의 직렬 관절(10b,10c) 회전각을 구하고 구한 값을 병렬 매니퓰레이터(10a)의 액츄에이터 제어기와 직렬 관절 제어

기에 링크길이와 관절 회전각을 송신하도록 비주얼 C++ 6.0을 이용하여 프로그램하였다. 2개의 직렬 관절 회전각은 상

용화된 서보장치를 이용하여 제어하므로 성능평가를 수행하지 않고 선단장치(4)만을 부착한 경우와 멜론을 파지한 경우에

대해 역기구학을 통해 계산된 병렬 매니퓰레이터(10a)의 링크길이와 실제 제어된 링크길이를 비교하여 하이브리드 로봇

위치제어 성능평가를 수행하였다.

(1) 선단장치만을 부착한 경우 위치제어 성능평가

도 17은 입력된 목표위치(100, 551.5, 1031.5)와 방향(ψ= 0, θ= 0, φ= 0)에 따른 프로그램 실행 결과이며 병렬 매니퓰레

이터(10a)의 링크길이는 link 1 = 893, link 2 = 672, link 3 = 733, link 4 = 976, link 5 = 1102, link 6 = 524이었고, 직렬

관절의 회전각은 α= 1˚, β= 5˚이었다.

병렬 매니퓰레이터(10a)의 링크길이 제어 결과는 도 18에 나타내었다.

도 18의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링크길이는 목표위치 값으로 오차범위 ±10(±5㎜)이내에서 제어되었다.

도 19에 나타낸 바와 같이 도달하지 못하는 목표위치나 방향이 입력되었을 때 최저 링크길이를 출력하도록 하여 로봇의 위

치제어 시에 일어나는 잘못된 입력에 의한 오류를 막도록 하였다.

출력된 결과에 따른 제어 결과는 도 20에 나타내었다. 도 20에 나타난 바와 같이 6개의 링크는 모두 최저 링크길이 값으로

제어되어 로봇은 작업공간 내에서만 제어됨을 보여준다.

도 18와 도 20의 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선단장치(4)를 부착하였을 때 부하에 의한 속도저하는 발생하였으나 병렬 매니

퓰레이터(10a)의 링크길이는 오차범위 ±10(±0.5㎜)이내에서 제어되었으며 작업공간 이내에서만 로봇은 위치제어를 수

행하였다. 따라서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하이브리드 매니퓰레이터(2)는 선단장치(4)를 목표위치로 오차범위 ±1㎜이

내에서 제어할 수 있으므로 멜론 수확, 교배 및 방제 등의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멜론을 파지한 경우 위치제어 성능평가

도 21은 입력된 목표위치(100, 521.5, 1051.5)와 방향(ψ= -10, θ= 2, φ= 0)에 따른 프로그램 실행 결과이며 병렬 매니퓰

레이터(10a)의 링크길이는 link 1 = 1198, link 2 = 706, link 3 = 618, link 4 = 1774, link 5 = 1267, link 6 = 956이었고,

직렬 관절의 회전각은 α= 7˚, β= 6˚이었다.

병렬 매니퓰레이터(10a)의 링크길이 제어 결과는 도 22에 나타내었다.

도 22의 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멜론을 파지하였을 때도 병렬 매니퓰레이터(10a)의 링크길이는 오차 범위 ±10(±0.5㎜)

이내에서 제어되었다. 따라서 하이브리드 매니퓰레이터(2)는 선단장치(4)를 목표위치로 오차범위 ±1㎜이내에서 제어할

수 있다.

상술한 본 발명의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 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여러 가지 변형이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

고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 예에 의하여 정할 것이 아니고 특허청구범위와 특허청구범위의

균등한 것에 의해 정해 져야 한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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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전용 작업형식이 아니고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작업에 따라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으며, 온실에서 멜론재배를 위해 기존에 인력으로 수행되어온 병해충 방제, 교배 및 수확작업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병렬-직렬 구조로 된 다목적 하이브리드 로봇 시스템이 구현된다. 또한 본 발명은 산업분야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

는 직렬 매니퓰레이터와 병렬 매니퓰레이터를 혼합하여 직렬 매니퓰레이터처럼 넓은 작업공간을 갖고 병렬 구조처럼 높은

가반 하중 및 정밀 위치제어 능력을 가지며, 작업에 따라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온실 재배 생력화를 위한 다목적 하이브리드 로봇 시스템에 있어서:

직렬 매니퓰레이터와 병렬 매니퓰레이터를 혼합한 구조로서 작업에 따라 구조가 변경가능한 하이브리드 로봇(100)과; 상

기 하이브리드 로봇(100)을 제어하는 로봇 제어장치(200)로 구성하되;

상기 하이브리드 로봇(100)은;

다목적으로 조작 가능한 하이브리드 매니퓰레이터(2)와, 작업을 수행하는 선단장치(4)로 구성되고,

상기 하이브리드 매니퓰레이터(2)는,

다수의 병렬 링크를 포함하여 구성된 병렬 매니퓰레이터(10a)와, 상기 병렬매니퓰레이터(10a)의 플랫폼(20)에 장착되며,

상기 선단장치(4)를 공간좌표축 v,u,w중 u축이나 w축에 대하여 회전 가능케 하는 직렬 최종관절(10b)과, 상기 병렬 매니

퓰레이터(10a)를 공간좌표축 x,y,z중 z축에 대하여 회전시키는 직렬 베이스관절(10c)로 구성하여서 작업에 따라 PUMA

형과 SCARA형의 구조로 쉽게 변경 가능하게 하고,

상기 로봇 제어장치(200)는;

상기 선단장치(4)의 목표위치와 방향이 입력되었을 때 상기 병렬 매니퓰레이터(10a)의 6개 링크길이, 1개의 직렬 최종관

절(10b)의 회전각 그리고 1개의 직렬 베이스관절(10c)의 회전각을 산출하며 역기구학과 순기구학을 통해 계산된 링크길

이와 관절 회전각을 상기 병렬 매니퓰레이터(10a)의 액츄에이터 제어기(208)나 직렬 관절 제어기(206)(210)에 송신하며,

상기 선단장치(4)의 작업을 지시해주는 주 제어기(202)와,

상기 병렬 매니퓰레이터(10a)의 링크길이를 제어하는 액츄에이터 제어기(208)와,

상기 직렬 베이스관절(10c)을 제어하는 직렬 베이스관절 제어기(210)와,

상기 직렬 최종관절(106)을 제어하는 직렬 최종관절 제어기(206)와,

병렬 매니퓰레이터(10a)의 순기구학 센서를 이용하여 선단장치(4)의 위치를 추종하는 위치 측정 시스템(212)으로 구성함

을 특징으로 하는 다목적 하이브리드 로봇 시스템.

청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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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에 있어서, 상기 직렬 최종관절(106)은,

상기 병렬 매니퓰레이터(10a)의 플랫폼(20)상에 부착되는 최종링크(42)와,

상기 직렬 최종관절(106)을 회전시키기 위한 AC 서보모터(44)와,

AC서보모터(44)의 토크를 증가시키기 위한 감속기(46) 및 기어(48)와,

선단장치(4)를 연결하는 선단장치 링크(50)로 구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다목적 하이브리드 로봇 시스템.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직렬 최종관절(106)에서 감속기(46) 및 기어(48)의 감속 기어 비 N은 하기 식을 통해서 선정됨을 특

징으로 하는 다목적 하이브리드 로봇 시스템.

여기서, Jmoter : 모터의 관성모멘트,

Jload : 부하의 관성모멘트

청구항 6.

제3항에 있어서, 1개의 주 제어기(202)로부터 6개의 선형 액츄에이터(24)들을 제어하는 액츄에이터 제어기(208)와, 상기

직렬 최종관절 제어기(206), 및 직렬 베이스관절 제어기(210)로 제어신호를 선택적으로 전송하는 RS-485 멀티플렉서

(214)를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다목적 하이브리드 로봇 시스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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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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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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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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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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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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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b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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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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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도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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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3

도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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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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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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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6

도면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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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8

도면19

도면20

도면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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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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