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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최근에 이르러 로봇의 적용 범위는 공장의 생산라인과 가정까

지 확대되고 있다. 로봇이 공장의 생산라인에서 단순 작업자를 대

체하거나 가정에서 힘든일을 도울때 로봇이 주로 수행하는 업무는

조립작업이다.

로봇이 이러한 조립작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립작업

을 대표하는 펙인홀 작업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펙인홀 작업이란 특정 물체(peg)를 모양이 맞는 구멍(hole)에 끼워

맞추는 작업으로, 나사를 조립하거나, 톱니바퀴를 축에 고정하는

작업을 예로 들 수 있다. 로봇을 통한 펙인홀 작업은 먼저 홀의

위치를 파악하고 펙을 삽입하는 과정으로 진행되는데, 이러한 과

정에서 홀의 정확한 위치정보는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펙인홀 작업을 해결하기 위한 기존 방법들에 대

해 분석하고, 비정형환경에서 펙인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외부

센서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 제안한다.

제안한 전략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RSCL연구실의 양팔로봇을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먼저 한

팔 매니퓰레이터를 이용하여 펙인홀 실험을 진행하였고, 이를 확

장하여 양팔로봇의 각 팔에 홀과 펙을 부착하여 그 전략을 검증하

였다.

주요어 : 양팔로봇, 펙인홀, 컴플라이언스

학 번 : 2011-23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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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1 연구 배경

오늘날 산업현장의 생산라인은 로봇공학의 기술의 주요 적용 분야이

다. 특히, 자동차 생산공정이나 전자제품 조립과 같은 조립공정 분야는

산업현장에서도 로봇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분야이다. 로봇이 조립

작업을 수행할 때, 부품을 끼워넣거나 빼내는 작업을 정해진 순서에 따

라 자동적으로 반복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정형화된 환경

이다. 이는 정해진 위치에 있는 물체들을 정해진 위치에 조립하기 위해

서인데, 이러한 로봇은 작업 제품이 변경되면 일일이 라인을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따라서 비정형 환경에서도 작업 가능한 로봇의

필요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로봇이 비정형환경에서 조립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인식하

는 작업이 필수적인데, 수 um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정밀조립작업은 센싱

기술로 극복하기에는 그 한계가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되어져 온 해결책이 Mason이 제안한 컴플라이언스와 힘제어이다

[1,2]. 하지만 산업용로봇은 작업의 반복성과 정밀도를 최우선으로 제작

되었기 때문에 로봇이 자체적으로 컴플라이언스 특성을 갖기에는 어렵

다. 따라서 로봇의 물체를 잡는 그리퍼를 컴플라이언스 하도록 만들어주

는 RCC(Remote Center Compliance) 장치[3]와 F/T센서(Force/Torque

센서)를 이용하여 능동적으로 컴플라이언스를 구현하는 알고리즘이 개발

되어지고 있다[4,5]. 하지만, 컴플라이언스한 특성을 산업용로봇에 구현하

기 위하여 이러한 F/T센서나 RCC장치를 부착하거나 능동적 제어를 도

입하는 것은 쉽지 않은 현실이다. 따라서 추가적인 기구나 센서와 같은

특별한 장치를 로봇에 부착하지 않고 수동 컴플라이언스를 구현하여 작

은 오차에서도 조립작업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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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특별한장치나 센서를 사용하지 않는 수동 컴플라이언스의 유

효성을 검증하고자 조립작업을 대표하는 펙인홀 실험을 진행하였다. 펙

인홀 작업은 특정 외형을 가진 물체(펙)을 같은 모양의 구멍(홀)에 끼워

맞추는 작업으로, 일반적인 펙인홀작업은 고정된 홀을 로봇을 이용하여

펙을 움직여서 삽입하는 것을 말한다.

로봇을 이용하여 펙인홀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략적인 홀의 위

치정보를 필요로 하는데 일반적으로 비전정보를 이용하여 홀의 위치를

탐색하고, 펙과 홀간의 위치오차를 극복하는 방법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6,7]. 하지만 이러한 비전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은 빛에 의한 영향을 많

이 받기 때문에 빛이 너무 강한 야외나 빛이 없는 어둠속에서는 작업이

힘든 단점이 있다. 빛에 대한 의존성을 낮추고자 본 논문에서는 센서를

사용하지 않고 일정 범위를 정해진 경로를 따라 홀의 위치를 찾는 탐색

전략을 이용하였다[8].

이러한 센서를 사용하지 않는 탐색전략과 센서나 외부장치를 사용하

지 않는 수동컴플라이언스를 이용하여 펙인홀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센

서의 종합적으로 센서의 의존도를 낮추고자 하였다. 이는 향후 조립작업

을 수행할 시 센서사용과의 시너지를 극대화시켜 비정형환경에서 로봇이

조립작업을 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수행을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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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목표

본 연구의 목표는 산업현장의 생산라인에서 조립작업시 정형화된 환

경에서 벗어나 불확정성, 비정형성을 갖는 환경에서도 적용가능한 조립

전략을 개발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따라서, 조립작업을 대표하는 펙인홀

작업을 비정형환경에서도 가능하도록 전략을 개발하고 실험을 통해 그

유효성을 입증하였다.

먼저 펙인홀 작업을 로봇을 이용하여 수행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진 방법들에 대해 조사하고 장단점을 비교하였다. 센서의 의존도를 최대

한 낮추고자 비전센서나 F/T센서와 같은 매니퓰레이터 외부환경을 측정

을 위한 추가적인 센서 등을 사용하지 않고 펙인홀 작업을 수행할 수 있

는 전략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먼저, 제안된 펙인홀 작업 전략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유효성에 대하여

검증하고, 실제 로봇에 적용가능하도록 제어기 안정성을 평가하였다. 또

한 생산기술연구원 RSCL 양팔로봇을 이용하여 실제 로봇 실험을 진행

하였다. 먼저 홀을 임의의 위치에 고정하고 한팔 매니퓰레이터를 이용하

여 원형 펙인홀과 사각 펙인홀 실험을 하였다. 최종적으로 양팔로봇의

한팔에는 홀을 부착하고, 다른팔에는 펙을 부착하여 펙인홀 실험을 진행

하여 그 성능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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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논문 구성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있다.

먼저 2장에서는 펙인홀 작업의 정의와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로봇

이 펙인홀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4가지 방법에 대

해 소개하였다.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외부환경을 측정하기

위한 센서와 특별한 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펙인홀 전략에 대하여 소개하

고 4장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그 성능을 검증하였다. 5장에서는 실제

로봇을 이용하여 펙인홀 실험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먼저 임의의 위치에

홀을 고정하고 한팔 매니퓰레이터로 제안된 전략을 이용하여 펙인홀 작

업을 수행하였다. 원형펙과 사각펙 두가지 종류로 하였으며 그 결과를

나타내었다. 6장에서는 양팔로봇을 이용한 펙인홀 작업이 한팔로봇을 이

용한 펙인홀 작업과의 차이점에 대하여 논의하고 설계한 제어기에 대하

여 설명하였다. 왼팔과 오른팔 끝에 펙과 홀을 부착하여 양팔 펙인홀을

실험하고 그 결과를 나타내었다. 끝으로 7장에서 전략의 성능 및 연구

기여도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과제에 대해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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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펙 인 홀

2.1 펙인홀 작업

조립작업을 대표하는 펙인홀 작업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모양의 구멍

에 같은 형상을 가진 물체를 삽입하는 작업을 말한다. 이러한 펙인홀 작

업은 구멍에 볼트를 삽입하거나, 바퀴축에 바퀴를 고정하거나, 샤프트축

에 기어나 베어링을 고정하는 등 공장의 생산라인에서 대부분의 작업의

기초가 되며, 가정에서도 물병에 뚜껑을 조립하거나 콘센트에 플러그를

삽입하거나 키를 열쇠구멍에 삽입하는 등의 많은 작업에서 그 예시를 찾

아 볼 수 있다. 이러한 펙인홀 작업은 일반적으로 고정된 홀의 위치를

찾고 펙을 움직여 삽입하는 과정을 말한다.

로봇을 통해 펙인홀을 수행하기 위해서 선행되는 작업은 홀의 위치와

방향을 찾는 작업이다. 로봇이 펙을 잡고 그 위치와 방향을 제어하여 홀

에 삽입하게 되는데, 홀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작업이 불가능하기 때문

이다. 따라서 펙인홀 분야에서는 홀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져 왔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비

전정보를 이용한 방법이 있다. 비전정보를 이용한 펙인홀 작업은 카메라

를 이용하여 홀의 위치를 파악하고, 더불어 펙의 위치까지 파악하여 펙

과 홀간의 위치오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펙인홀 작업을 수행한다. 하지만

비전정보의 사용은 실내로 한정되기 때문에 그 외에도 탐색경로를 이용

하는 방법이나 매니퓰레이터의 손목에 부착된 F/T센서를 이용하는 방

법, 컴플라이언스를 이용하는 방법 또한 연구되어져 왔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펙인홀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

으로 장단점을 분석하여 센서의 사용없는 펙인홀 전략 제안의 밑바탕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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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일반적인 펙인홀 전략

일반적인 펙인홀 전략을 대표하는 방법에는 크게 4가지가 있다.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은 비전정보를 사용하는 것으로, 비전정보를 이용하여

펙과 홀의 위치를 파악하고 펙과 홀의 위치정보 오차를 줄여 펙인홀 작

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두번째 방법은 힘토크 센서 (Force /

Torque sensor)를 사용하는 것으로 매니퓰레이터의 손목에 힘토크센서

를 부착하여 펙과 홀의 충돌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세 번째 방법은

탐색경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일정범위 내에 홀의 위치를 가정하고 경

로를 따라 펙을 이동하며 홀을 찾는 방법이다. 마지막은 컴플라이언스

(순응, 유연)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펙을 외부 힘에 순응하도록 제어하여

펙이 홀 근처에 있을 때 삽입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외

에도 로봇과 인간과의 협조를 통해 펙인홀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되고 있지만, 본 절에서는 앞서 설명한 4가지 경

우에 대해서만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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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비전정보 이용

비전정보는 펙인홀 작업에서 홀의 위치를 찾아내고, 펙과 홀간의 오차

를 줄이는데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으로 카메라를 통한 비전정보를 이용

하는 방법이다. 비전정보를 사용하는 이유는 홀 위치가 있는 것으로 추

정되는 범위가 넓은 상황에서 홀의 위치를 찾아내는데 적합하고, 실제로

홀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더라도 펙을 정확한 위치에 제어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다. 비전정보는 홀뿐만 아니라 펙의 위치 정보를 알 수 있

고, 홀과 펙간의 오차를 줄이는데 유용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빛의 영향

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실내에서만 가능하고, 카메라와의 거리에 따라 오

차가 발생하여 극히 작은 물체의 조립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그림 1은

비전정보를 이용하는 조립작업의 예로써, 볼트와 너트를 조립하는 양팔

로봇이다.

그림 1. 비전을 이용한 조립작업[7]

장 점 단 점

Ÿ 홀과 함께 펙의 위치 정보 피

드백 가능

Ÿ 넓은 범위에서 탐색 가능

Ÿ 실외에서 적용이 어려움

Ÿ 작은 오차 발생

표 1. 비전을 이용한 펙인홀의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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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F/T 센서를 이용한 홀 위치 추정

F/T 센서(Force/Torque sensor)는 주로 매니퓰레이터의 손목에 부착

되어 외부와의 접촉 힘을 측정하거나 로봇 끝단의 모멘트를 측정하는 센

서이다. F/T 센서를 이용한 홀 위치 추정의 개요를 그림 2에 나타내었

다. 그림에서 펙이 홀 근처와 충돌하게 되면, 펙이 홀안으로 기울게 되면

서 모멘트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때 발생한 힘과 모멘트를 측정하여 홀

의 위치를 추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손목에 부착된 F/T 센서정보는

End-Effector와 환경과의 충돌정보 외에 중력에 의한 영향, 움직임에 의

해 발생하는 이너샤의 정보 등을 함께 포함하는데, 외부와의 접촉 정보

만을 추출하여 실제로 사용하는데에는 어려움이 많다[9].

그림 2. F/T센서를 이용한 홀 위치 추정

장 점 단 점

Ÿ 공차와 크기가 작은 물체 조

립 가능

Ÿ 실제 환경에서 정확한 접촉

정보 계산에 어려움이 따름

표 2. F/T센서를 통한 홀 위치 추정의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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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탐색전략 사용

탐색경로를 이용한 펙인홀 전략은 홀의 위치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찾

아내는 방식이 아니라 일정 범위 안에 홀이 있다고 가정하고, 정해진 경

로를 따라서 펙을 이동시켜가며 홀의 위치를 찾는 전략이다. 그림 3에

그 예시를 나타내었다. 기본적으로 탐색영역이 가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용이 제한적이고, 펙이 홀의 근처에 위치하였을 때 삽입을 가능케 하

도록 추가적인 방법이 병행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2.2.2 절에서 설명한

F/T 센서를 이용한 방법이나 2.2.4절에서 설명할 컴플라이언스를 이용한

방법이 병행되어진다.

(a) 스프레이 (b) 점 잇기 (c) 중심을 공유한 원형

그림 3. 탐색 경로의 예[10]

장 점 단 점

Ÿ 카메라, 센서와 같은 외부 장

치가 필요 없다.

Ÿ 탐색 범위가 필요함

Ÿ 추가 삽입전략이 필요함

표 3. 탐색전략을 통한 펙인홀의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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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능/수동 컴플라이언스

컴플라이언스는 순응 혹은 유연을 가르키는 용어로써, 외부의 힘을 받

아들이는 것을 가리킨다. 기존의 조립작업을 수행하는 산업용로봇은 정

형화된 생산 라인에서 정해진 움직임대로 반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업무 수행 시 외부의 예기치 못한 영향에 의해 계획된 임무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매우 낮은 컴플라이언스 상태에서 제어되고 있다.

컴플라이언스를 이용하여 펙인홀 작업을 수행하는 원리는 그림 5와

같다. 매우 딱딱한 특성을 갖고 있는 산업용 로봇과 삽입할 물체 사이에

스프링의 역할을 하는 장치를 부착하여 펙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다.

스프링에 의해 매니퓰레이터와 연결되어 있는 펙은 외부 힘의 영향을 쉽

게 받게 되고, 구멍근처에서 발생하는 위치/방향 오차에도 삽입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스프링장치를 RCC(Remote Center

Compliance) 장치라고 하는데 그림 4에 나타내었다.

그림 4. 컴플라이언스를 위한 RCC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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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컴플라이언스는 구현방법에 따라 능동 컴플라이언스와 수동

컴플라이언스로 나뉘는데 수동 컴플라이언스는 스프링과 같은 장치를 사

용하여 고정된 컴플라이언스 특성을 가지는 것을 가리키고, 능동 컴플라

이언스는 손목에 F/T 센서를 부착하여 외부 힘을 측정하여 그 힘에 대

하여 순응하도록 제어하여 구현한 컴플라이언스를 가리킨다[12].

(a) 수동 컴플라이언스 (b) 능동 컴플라이언스

그림 5. 능동/수동 컴플라이언스 개요

장 점 단 점

Ÿ 작업 성공률이 높고 홀의 위

치 오차 극복률이 높다.

Ÿ RCC장치 필요(수동)

Ÿ F/T 센서 필요(능동)

표 4, 컴플라이언스를 통한 펙인홀의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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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펙인홀 전략 제안

3장에서는 2장에서 살펴본 대표적인 펙인홀 작업전략의 장단점에 대

하여 분석하고,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펙인홀 전략에 대해 설명한다.

먼저 비전작업을 통한 펙인홀 작업은 빛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외부환경에서 적용하기에 제한이 많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빛이 너무

많거나 없으면 작업이 불가능에 가까운 점은 치명적이다. 손목에 부착한

F/T센서를 통해 홀의 위치를 추정하는 방법은 이상적인 환경에서는 상

당히 높은 작업 정밀도와 정확도를 보증하지만 실제 환경에서 사용하기

에는 어려움이 많다. F/T센서에서 추출한 정보는 펙의 충돌, 회전정보

외에도 End-Effector가 중력에 의해 받는 영향과 관성에 의해 발생하는

정보 등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정보들 중에서 필요한 센서값만 추출해

내는 것은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탐색경로를 이용하는 방법은 비

전정보를 사용하는 방법에 비해 외부에서도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넓은

범위를 탐색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작업 성공 보장성도 떨어진다.

또한 작업 성공시간이 일정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컴플

라이언스를 이용한 방법은 능동/수동 컴플라이언스 방법 모두 컴플라이

언스를 구현하는데 있어 RCC장치 혹은 F/T센서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방법들의 장단점을 표 5에 간략히 정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카메라, F/T센서, RCC장치와 같은 추가적인

장치의 사용없이 제어만을 통해 펙인홀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

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외부장치의 도움없이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나면 외부장치와 함께 작업했을 때 더 높은 성공률과 작업 정

확성을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

먼저 제안하는 펙인홀 전략에서는 일정한 작업 성공 시간을 보증하지

못하지만 가혹한하고 비정형 환경에서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탐색경로

전략을 사용하였다. 기존 여러 가지 탐색방법이 연구되어왔지만, 아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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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데스 나선을 이용하여 추측되는 홀의 위치로부터 나선형을 그리며 바

깥방향으로 홀의 위치를 탐색해 나가도록 하였다. 또한 홀의 위치를 찾

기 위한 모션 외에 스크류 모션을 함께 사용하였다. 스크류 모션은 펙을

홀의 방향을 축으로 회전시키는 것으로, 나사와 같이 빗면이 있는 펙을

삽입하기에도 용이하지만 펙과 홀간의 공차가 작을 경우 두 물체간의 위

치오차가 없어도 마찰 때문에 삽입이 힘든 점을 보완해 주는 모습을 보

였다.

탐색경로외에 같이 사용한 방법은 RCC장치와 F/T센서와 같은 외부

장치를 사용하지 않은 수동컴플라이언스이다. 기존 수동/능동 컴플라이

언스는 앞 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외부장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유연 제어를 목표로 하여 수동 컴플라이언스를 구현하였

다.

방 법 장 점 단 점

비전정보 사용 넓은 범위 탐색 가능 외부환경 작업 불가능

F/T센서 사용 작업 정확성이 높음 센서값 추출 어려움

탐색전략 이용 외부 도움이 필요없음 작업성공시간 불확실성

컴플라이언스 사용 복잡한 계산이 필요없음 특별한 장치 필요

표 5. 일반적인 펙인홀 방법들의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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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나선-스크류 모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비전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외부환경에서 펙인

홀 작업의 성공을 높이고자 탐색경로 전략을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탐색전략은 나선-스크류 모션으로 홀의 위치를 찾기 위한 나

선 모션과 홀의 방향을 찾거나 마찰력감소를 위한 스크류 모션으로 구성

되어있다.

나선 모션은 홀의 위치를 찾기 위한 탐색경로로써, 아르키메데스 나선

을 이용하여 추정되는 홀의 위치를 중심으로 나선형의 경로를 그리며 홀

의 위치를 탐색하게 되며 일정범위를 탐색한 후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

와 같은 동작을 반복하도록 설계하였다.

스크류 모션은 크게 두가지 장점이 있는데, 첫째로 홀과 펙의 모형이

원형이 아닐 경우 방향을 일치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만약 홀과 펙의 외

형이 사각형일 경우 두 물체간의 위치오차만을 줄여서는 펙인홀 작업이

진행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펙과 홀이 원형일 경우 마찰력

감소 역할을 하는데, 만약 공차가 작을 경우 두 물체간의 위치오차가 존

재하지 않더라도 펙의 움직임이 잠시라도 멈추면 두 물체간의 마찰력은

정지마찰력이 작용하게 되어 끼임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스크류 모

션은 이러한 상황에서 홀의 방향을 축으로 CW, CCW방향으로 회전시켜

두 물체간에 꾸준히 운동마찰력이 작용하도록 하여 끼임 현상을 방지하

는 역할을 한다.

그림 6은 이러한 나선-스크류 모션을 그림으로 설명한다. (a)는 나선

형 모션을 나타낸 것으로 펙이 홀방향 벡터를 법선으로 하는 평면상에서

나선을 그리도록 하여 홀의 위치를 탐색하는 것을 나타낸다. (b)는 스크

류 모션을 나타낸 것으로 펙이 홀 방향 벡터를 축으로 CW, CCW방향으

로 회전하여 물체간의 방향오차를 제거하거나 마찰력 감소의 역할을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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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나선 모션 (c) 스크류 모션

그림 6. 나선-스크류 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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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센서리스 수동 컴플라이언스

일반적인 수동 컴플라이언스는 앞 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RCC구조

를 매니퓰레이터의 손목에 부착하여 구현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특별한

장치 없이 제어를 통해 수동 컴플라이언스를 제안한다. 매니퓰레이터는

작업공간에서 제어되었으며, 중력보상과 함께 Virtual spring-damper제

어기(그림 7)를 사용하였다. 비교적 낮은 게인을 사용하여 수동컴플라이

언스의 특성을 띄도록 하였고 각 관절마다 마찰보상을 하였다. 따라서

탐색 경로를 통해 펙과 홀의 위치오차가 낮을 경우 홀이 펙에 삽입 가능

하도록 하였다.

그림 7. 펙의 작업공간 PD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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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동컴플라이언스제어와 함께 힘제어를 사용하였다(그림 8). 펙

의 끝단에 홀 방향으로 일정한 힘을 생성시켜 펙과 홀의 위치오차가 없

을 경우 삽입가능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 힘의 생성은 펙의 끝 방향

에 생성시켰으며, 실험적으로 펙의 앞쪽에 발생시켰을 때는 펙과 홀간의

방향오차가 커지는 결과를 볼 수 있었다(그림 9).

그림 8. 펙 위에 힘 생성

(a)펙 끝에서의 힘생성 (b)펙 앞단에서의 힘생성

그림 9. 펙 끝단 힘 생성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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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시뮬레이션

4.1 시뮬레이션 환경

제안된 펙인홀 전략을 실험하기 위하여 먼저 시뮬레이션을 통해 전략

의 유효성과 제어기의 안정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어기를 가지고 실제 로봇을 제어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시뮬레이션은 ㈜심랩의 로보틱스랩을 이용하였으며[11], 로봇모델은

생산기술연구원 RSCL연구실의 양팔로봇 모델을 사용하였다.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완벽한 마찰모델을 구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스크류모션의 성능

을 검증하고자 사각형 펙과 홀을 사용하였으며, 펙과 홀간의 공차는

1mm를 주었다(그림 10).

그림 10. 시뮬레이션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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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시뮬레이션 결과

제안된 펙인홀 전략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하여 먼저 나선-스크류 모션

을 구현하였다. 전략의 나선 모션은 추정하는 홀의 위치를 중심으로 생

성되고, 실제 실험에서는 홀의 위치를 알 수 없지만, 시뮬레이션상에서

환경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홀의 정확한 위치정보는 이미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나선형 모션 생성시 필요한 홀 추정위치에 랜덤오차를 주어 시뮬

레이션하였다.

그림 11는 시뮬레이션 상에서 구현한 나선-스크류 모션이다. (a)에 위

치 목표경로를 나타내었고, (b)에 방향 목표경로를 나타내었다.

(a) 나선 모션 (b) 스크류 모션

그림 11.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나선-스크류 모션

구현된 나선-스크류 모션과 수동 컴플라이언스 제어를 통하여 시뮬레

이션의 결과를 그래프를 통해 그림 12, 13에 나타내었다. 그림 12는 펙의

작업공간상에서의 위치를 3차원 공간에 나타낸 것으로 시작지점에서 출

발하여 펙의 근처에서 충돌한 뒤 지정된 경로를 추정하며 홀의 위치를

탐색한 후 삽입 완료됨을 보여준다. 그림12는 펙의 위치/방향 정보에 대

하여 좀 더 상세히 나타낸 그래프로써, (a)그래프는 펙이 X축 방향으로

증가하다가 일정시간동안 진행을 멈추고 홀에 삽입되면서 값이 증가함을

좀 더 명확히 보여준다.



- 20 -

그림 12. 3차원 공간에서 펙 위치 변화

(a) 펙의 X축 위치변화 (b) 펙의 Y축 위치변화

(b) 펙의 Z축 위치변화 (d) 펙의 X축 회전변화

그림 13. 시간에 따른 펙 위치/방향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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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한팔 펙인홀 실험

5.1 실험 환경

5장에서는 4장에서 검토한 제어기 안정성 및 전략 유효성 결과를 바

탕으로 실제 로봇을 통해 실험한 내용을 서술하였다.

실제 실험은 5장에서 먼저 한팔 매니퓰레이터를 이용하여 고정된 홀

에 원형 및 사각펙을 삽입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한 뒤, 6장에서 양팔 매

니퓰레이터의 각 팔에 펙과 홀을 고정하여 진행하였다.

실험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RSCL연구실의 양팔로봇을 통해 진행하였

다. 실험에 사용된 양팔로봇은 총 16자유도를 가지고 있으며, 각 팔은

2.5kg의 물체를 들어올릴 수 있다. 역구동 관절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절

대 엔코더를 사용하여 각 관절 각도를 측정할 수 있다.

먼저 실험을 진행하기 앞서 펙과 홀 두 물체의 질량을 측정하여(그림

15) 양팔 매니퓰레이터의 중력보상에 반영하였고, 그림 14와 같이 양팔

로봇의 좌표계를 설정하였다. 양팔로봇의 상세 특성내역과 펙과 홀의 크

기와 같은 환경정보는 표 6에 나타내었다.

그림 14. 생산기술연구원 RSCL연구실 양팔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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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에 양팔로봇에 펙과 홀의 무게를 반영한 중력보상 그래프를

나타내었다. 처음자세에서 임의의 외란에 의해 펙과 홀의 위치가 변하여

도 외란 입력 후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양팔로봇

자유도 16-DOF(각 8-DOF)

Payload 각 2.5kg

무게 각 8kg

통신방식 CAN통신

카메라 없음

F/T sensor 없음

펙과 홀

원형 홀 지름 40.0mm

원형 펙 지름 39.9mm

사각 홀 변 길이 40.0mm

사각 펙 변 길이 39.9mm

표 6. 양팔로봇 특성 및 실험환경

펙 무게 : 162g 홀 무게 : 832g

그림 15. 펙과 홀 무게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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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양팔 로봇 중력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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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전략 구현

먼저 나선-스크류 모션을 실제 로봇에 구현하였다. 나선형 모션의 탐

색범위는 지름 40mm의 원 안에서 그 내부를 나선형을 그리며 탐색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고, 스크류모션은 +30도 ~ -30도의 범위에서 일정속

도로 회전하도록 하였다. 그림 17 (a)는 설계한 나선 탐색 경로를 나타

내고, (b)는 실제 로봇이 추정한 경로를 y-z 평면에서 그래프로 나타낸

다. 그림 18 (a),(b)는 이러한 나선형 탐색경로를 시간에 따른 y, z축상에

서 그래프로 나타내었고, (c)는 스크류 모션의 목표경로와 추정경로를 그

래프로 나타고 있다.

(a) 나선 모션의 위치 목료 경로

(b) 실제 로봇의 추정 경로

그림 17. 나선 모션의 목표 및 추정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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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나선 모션의 y축 변화

(b) 나선 모션의 z축 변화

(c) 스크류 모션의 x축 회전 변화

그림 18. 나선-스크류 모션의 목표 및 추정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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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는 컴플라이언스를 나타낸 그래프로써, 매니퓰레이터 끝단에

고정된 펙의 작업공간상에서의 좌표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0초에서

일정한 위치를 유지하고 있는 End-effector는 1초부터 대략 1초간 발생

한 외란에 대하여 임의의 위치로 이동하였다가 외란이 사라진 이후 원래

위치로 돌아온 것을 알 수 있다. 이로써 End-effector는 작업공간상에서

정확한 위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어되면서 동시에 컴플라이언스 특성

을 띄어 외부 힘에 순응하는 특성을 보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9. 컴플라이언스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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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한팔 펙인홀 실험 결과

제안한 펙인홀 전략을 한팔 매니퓰레이터를 이용하여 실험을 통해 그

유효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먼저 홀을 임의의 위치에 고정시키고 펙을

매니퓰레이터의 한팔에 고정시켜 실험하였다(그림 20).

매니퓰레이터의 제어기는 식 (1)과 같이 설계하였다. 는 왼팔 입력토

크, 

,

는 각각 velocity, angular 자코비안, 는 왼팔 중력보상벡터

이다. 는 홀을 향해 생성하는 힘이고, ,는 나선 모션을 따라가기 위

한 에러이다. 는 스크류 모션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에러이다[13].

  













 (1)

그림 20. 한팔로봇 펙인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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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원형 펙인홀 실험

원형 펙과 홀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하여 그 결과를 그림 22에 나타내

었다. 그림21는 펙의 작업공간상에서의 좌표변화를 3차원 그래프로 나타

낸 것으로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슷하게 x축으로 나선을 그리며 증가하

다가, 홀의 근처에서 홀의 위치를 찾을때까지 탐색경로를 따라 이동하고,

끝내 홀에 삽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1. 3차원공간에서 원형펙 경로

실험의 세부그래프를 그림23, 24에 첨부하였다. 그림 23의 x축 좌표변화

를 살펴보면, 0.5초동안 홀의 근처를 향해 증가한 후, 8초까지 증가하지

못하다가 12초가 되어 삽입 완료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0초에서 8초

사이에서의 y축, z축 그래프를 살펴보면 홀 근처에서 나선을 그리며 움

직이다가 8초에서 홀의 위치를 찾고 끝내 삽입 성공한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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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는 스크류모션을 사용하지 않고 나선형 모션만을 사용했을 때의

그래프이다. x축 그래프를 살펴보면 0.5초 동안은 이전 그래프와 같이

홀을 향해 증가함을 알 수 있고, 4초에서 홀의 위치를 찾음으로써, y축

과 z축 그래프의 변화가 없으나 홀과 펙간의 마찰에 의해 삽입이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a) t = 0 (s) (b) t = 3 (s)

(c) t = 4 (s) (d) t = 6 (s)

(e) t = 11 (s) (f) t = 12 (s)

그림 22. 원형 펙인홀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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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원형펙의 위치/방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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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나선 모션만을 사용 시 펙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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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사각 펙인홀 실험

5.3.1절에서 진행한 원형 펙인홀 실험과 같은 조건에서 사각펙, 사각홀

로 펙과 홀의 외형을 바꾸어 실험을 진행하였다. 사각 펙인홀은 원형펙

인홀과 달리 펙의 방향까지 일치해야 삽입되는 조건이 있지만, 스크류

모션에 의해 방향오차까지 극복하며 펙인홀 작업이 수행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그림 25). 그림 26의 마지막 펙의 x축에 대한 회전각도 변

화 그래프를 살펴보면, 원형펙과 달리 삽입완료 후에는 각도변화가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a) t = 0 (s) (a) t = 1 (s)

(a) t = 2 (s) (a) t = 5 (s)

(a) t = 11 (s) (a) t = 15 (s)

그림 25. 사각펙인홀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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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사각펙의 위치/방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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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양팔 펙인홀 실험

6.1 양팔로봇 시스템

양팔로봇의 각 팔에 펙과 홀을 부착한 펙인홀 작업은 한팔로봇과 달

리 정방향 기구학 정보를 통해 홀의 위치와 방향정보를 알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 하지만, 펙인홀 작업에 사용되는 관절 갯수가 기존한팔 8개에

서 16개로 늘어남에 따라 관절정보오차에 의한 펙과 홀의 위치에러가 보

다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비정형환경에서 적용가

능하도록 제안된 전략이 이러한 오차를 극복 가능한지 실험을 통해 증명

해보고자 하였다[14].

양팔로봇을 이용한 펙인홀 실험시, 펙과 홀의 로컬좌표계는 그림 27과

같다.

그림 27. 양팔로봇 좌표계 시스템



- 35 -

양팔로봇의 왼팔, 오른팔의 제어기는 식 (2),(3)에 나타내었다.

  


 (2)

는 오른팔 입력 토크, 

,

는 각각 velocity, angular 자코비안, 

는 중력보상 벡터이다. 는 임의의 홀 위치로써, 홀을 임의의 위치, 방

향에 고정하도록 제어하였다.

  















  ××× 
  
   
  

(3)

는 왼팔 입력토크, 

,

는 각각 velocity, angular 자코비안, 는

각각 왼팔 중력보상벡터이다. 는 selection matrix로써 왼팔의 펙이 오

른팔의 홀의 위치를 향하도록 한다.  는 펙이 홀의 방향을 축으로 회

전하며 스크류 모션을 생성시키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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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양팔 펙인홀 실험 결과

6.1절에서 설계한 제어기를 이용하여 양팔로봇을 제어하여 펙인홀 전

략을 실험하였다.

양팔로봇의 경우, 한팔로봇과 고정된 홀과의 펙인홀 실험과 달리 홀도

컴플라이언스 특성을 갖기 때문에 펙인홀 성공의 평균시간이 한팔 펙인

홀보다 짧은 결과가 나타났다(그림 28).

(a) t = 0 (s) (b) t = 0.5 (s)

(a) t = 4.5 (s) (a) t = 5 (s)

그림 28. 양팔로봇의 펙인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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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팔로봇을 통한 펙인홀 전략 성능 검증 실험 결과를 그림 29, 30에

그래프를 통해 나타내었다. 먼저 그림 29의 홀의 위치변화를 x축상에서

살펴보면, 0.5초에 펙과홀이 접촉하면서 펙이 홀을 향해 발생시키는 힘에

의해 증가하였다가, 4.5초에 펙이 홀에 삽입되면서 다시 원래 자리로 돌

아감을 알 수 있다. y축상에서의 위치변화도 역시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펙과의 충돌과 함께 펙의 진행방향으로 위치값이 감소하였다가 삽입과

동시에 다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z축상의 위치변화는 한팔 펙인홀 실

험과 큰 차이점이 나타나는데, 일정한 위치를 유지하도록 제어되고 있던

홀이 펙의 움직임에 의해 영향을 받아 같이 움직임을 볼 수 있다. 이는

홀 또한 컴플라이언스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그림 30은 펙과 홀의 위치변화를 3차원 공간상에서 그래프로 나타낸

다. (a)에서 펙은 홀을 향해 진행하다가 충돌한 후 탐색경로를 따라서

움직이다가 삽입됨이 보다 명확히 나타나고, (b)에서는 홀이 펙에 의해

밀린 후 따라서 움직이다가 삽입되면서 다시 제자리를 향해 움직임이 나

타난다.

하지만, 그림 30의 (a)와 (b)의 그래프의 좌표축을 자세히 비교해보면

충돌이 일어나고, 펙과 홀이 조립작업이 이루어진 후에도 좌표간의 거리

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9의 y축상의 그래프에서 보다 명확히

나타나는데, 펙이 홀보다 y축상에서 위에 있어야 하지만 좀 더 낮은 위

치에서 그래프가 나타난다. 이는 양팔간의 forward kinematics 에러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로봇이 인식하는 펙과 홀의 위치와 실제 작업공간상에

서의 펙과 홀의 위치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비정형 환경

에서도 펙인홀 작업이 원활히 수행됨은 제안하는 전략의 가장 큰 장점으

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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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양팔펙인홀 펙과 홀의 위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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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차원 공간에서의 펙 위치 그래프

(b) 3차원 공간에서의 홀 위치 그래프

그림 30. 3차원공간상에서의 홀과 펙의 위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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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조립작업을 대표하는 펙인홀 작업의 일반적인 4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센서를 사용하지 않는 수동컴플라이언스와 나선-

스크류모션을 통해 펙인홀 작업을 제안하였다. 기존에 수동 컴플라이언

스는 RCC와 같은 특별한 장치가 필수였지만, 제어를 통하여 구현함으로

써 센서의 의존도를 제거하였고, 홀의 위치를 찾기 위한 나선-스크류 모

션을 사용하여 카메라의 의존도를 제하였다. 이러한 센서의 도움없이 펙

인홀 작업의 성공은 카메라와 F/T센서와 같은 로봇을 통한 조립작업에

필수적인 장비의 사용과 더불어 높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에 펙인홀 연구분야에서 컴플라이언스의 사용은 펙인홀 작

업의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예상되어져 왔는데, 이러한 이론을

실제 로봇을 통한 펙인홀 실험을 성공함으로써 그 이론을 입증하였다.

실험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타 대학기관과 연구기관의 펙인홀 공차에

서도 큰 차이가 없거나 훨씬 작은 공차에서도 작업을 성공하여 그 성능

을 입증하였다.

방법 펙 크기 공차 펙 크기 / 공차

F/T sensor[15] 25mm 0.05mm 500

Compliant[4] 50mm 1mm 50

F/T sensor[16] 25mm 0.25mm 100

F/T sensor, learning[17] 2.5mm 0.1mm 25

본 논문 39.9mm 0.1mm 399

표 7. 타 연구들과 펙 공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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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에는 나선형 탐색경로 외에 다양한 탐색경로에 대하여 실험하고

보다 빠른 펙인홀 작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적화에 대하여 연구하

고, 기존 펙과 홀을 양팔로봇에 고정했던 실험에서 로봇핸드가 부착된

양팔로봇을 통해 물체에 대한 정보를 인식하기 힘든 환경에서 펙인홀 작

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경우 펙과 홀이 로봇에 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물체의 위치와 방향정보가 정확하지 않고, 자코비안 및 기타

제어에 필요한 정보들도 부정확하게 된다. 향후에는 이러한 부정확한 정

보들을 이용해서 펙인홀 작업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할 예정

이다.

그림 31. 로봇핸드가 통합된 양팔펙인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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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eg-in-Hole Task with

Compliant Dual arm Manipulator

Hyeonjun Park

Department of Transdisciplinary Studies

Graduate School of Convergence Science and Techn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ently, application area of a robot is widely extended to an

assembly line of a factory and house. When the robot substitutes a

factory worker or helps people house chore, the mainly task of the

robot is an assembly work.

In order for the robot to achieve these works, a peg-in-hole task

which represents the assembly work has been actively researched.

The peg-in-hole work is the task that insert particular object (peg)

to the same shape hole like assembling a screw bolt and nut,

inserting the wheel to the shaft, and plugging in an outlet. The

peg-in-hole task with the manipulator has the stage: first step is the

finding a position of a hole. Second step is the inserting a peg to the

hole. so as to achieve this work, the exact information about hole

position is obviously required.

In this paper, the method which has been used in peg-in-hole

problem is analyzed and the new method which does not use exte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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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or and valid in unstructured environment is proposed.

In order to verify a feasibility of the proposed peg-in-hole

strategy, the hardware experiment is implemented using dual arm

manipulator that belongs to RSCL Lab, KITECH. First experiment

that peg-in-hole task with fixed hole and controlled peg using

single-arm is implemented and the second that peg-in-hole task with

controlled hole by right-arm and controlled peg by left-arm is

implemented.

keywords : Dualarm, peg-in-hole, com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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