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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 세계적으로 제품 생산 자동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로봇의 사용 용도가 조립 작업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펙인홀 

작업은 가구, 엔진, 베어링 등 광범위한 조립 작업에서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작업이다. 

펙인홀 작업이란 구멍(hole)에 고정되는 핀(peg)을 맞춰 삽입하는 

작업이다. 펙인홀 작업은 펙과 홀의 개수에 따라 싱글 펙인홀, 듀얼 

펙인홀, 멀티플 펙인홀, 모양에 따라 원형 펙인홀, 사각 펙인홀 등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펙인홀 작업은 홀 위치 정보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펙을 홀의 위치로 옮기는 탐색 단계와 펙을 홀에 끼우는 

삽입 단계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펙인홀 작업 중 듀얼 펙인홀 작업은 

싱글 원형 펙인홀과 다르게 탐색 단계에서 듀얼 펙이 이루는 정렬 

방향까지 듀얼 홀과 맞춰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듀얼 펙인홀 작업의 탐색 단계에서 조립 성공을 

보장하는 3차원 형상 공간을 도출한다. 이 공간은 듀얼 홀의 평면상의 

위치와 듀얼 홀의 정렬 방향으로 이루어진 3차원 공간이다. 이 조립 

형상 공간을 듀얼 펙이 지나도록 듀얼 홀 탐색 경로를 고안한다. 또한, 

듀얼 홀 탐색 경로가 최악의 경우에도 조립 성공 보장 영역을 지나도록 

탐색 경로를 구성할 수 있는 조립 보장 조건을 유도한다. 듀얼 펙인홀 

조립 전략을 위해 제안한 이 방법은 다양한 형상의 듀얼 펙인홀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제안한 듀얼 펙인홀 조립 형상 공간은 

MATLAB을 사용하여 구현되었으며 조립 전략의 성능은 7자유도 토크 

제어 매니퓰레이터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주요어 : 듀얼 펙인홀, 조립 전략, 형상 공간, 탐색 경로 
학  번 : 2018-23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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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동기 
 

최근 제품 생산 자동화의 필요성이 세계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로봇의 사용 용도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조용 로봇은 용접, 

이송, 부품 배치, 검사 작업을 넘어 조립 작업까지 수행하며 생산 

자동화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로봇의 조립 작업은 가구, 엔진, 

베어링 등 다양한 제품에 적용이 확장되고 있다. 

펙(Peg)을 홀(Hole)에 끼워 넣는 펙인홀(Peg-in-Hole) 작업은 

조립 작업에서 대표적으로 기초가 되는 작업이다. 펙인홀 작업은 펙과 

홀의 개수에 따라서 싱글 펙인홀(single peg-in-hole), 듀얼 

펙인홀(dual peg-in-hole), 멀티플 펙인홀(multiple peg-in-hole) 

등으로 나누어진다. 두 개의 펙과 홀을 조립하는 듀얼 펙인홀은 콘센트 

조립, 베어링 조립, 가구 조립 등에서 많은 쓰임이 있다. 현장에서 

이러한 부품 조립 작업은 사람의 수작업에 의존해 있는 상황이다.  

펙과 홀이 두 개 이상의 부품 조립 작업은 싱글 펙인홀과 다르게 

동시에 두 개 이상의 펙과 홀의 조립이 요구된다. 여기에는 두 개의 

펙이 이루고 있는 정렬방향이 두 개의 홀이 이루고 있는 정렬방향과 

맞아야 하는 제약 조건이 추가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부품의 홀이 두 개 이상이기 때문에 펙이 목표한 홀이 아닌 다른 홀에 

조립될 수 있다. 부품 삽입시에 각도가 어긋나거나 불확실하면 삽입이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듀얼 

펙인홀 조립 작업은 로봇을 이용한 자동화가 힘들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로봇을 이용한 듀얼 펙인홀 조립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조립 작업 때에 

부품의 홀 위치의 오차는 비전 시스템에 의존된다. 따라서 조립 

작업에서 목표하는 부품의 모델 정보와 비전 시스템의 최대 오차 값을 

가지고 듀얼 펙인홀이 조립되는 성공 영역에 대한 분석, 조립이 

보장되는 탐색 경로에 대한 조건 유도, 성공적인 조립 전략이 필요하다.  

 

 

 

 



 

 2 

1.2 연구 동향 
 

로봇을 이용한 조립 작업은 오랜 시간 동안 연구된 분야이다[1,2]. 

최근에는 난이도가 높은 가구 조립 등으로 그 대상이 확장되고 

있다[3,4,5]. 이러한 로봇의 조립 작업은 펙인홀(Peg-in-Hole) 작업을 

중심으로 연구가 되어왔다. 

기존의 연구에서 펙을 홀에 조립할 때의 경우를 나누고 접촉력을 

사용하여 상황을 인식하고 삽입 작업을 수행하였다[6]. 센서를 사용하지 

않고 조립을 수행하는 방법으로는 어트랙티브 리즌(attractive 

region)을 정의하여 부품이 움직일 수 있는 차원을 줄여나가는 방법이 

제안되었다[7,8]. 또한 순응 제어 기반에서 작은 단위의 동작을 

조합하여 펙을 홀에 비비며 삽입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9,10]. 추가적인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접근으로 외부 힘에 

순응하는 동작을 가지는 스프링 장치인 RCC(Remote Center 

Compliance)를 사용하여 조립을 수행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11]. 

다른 연구에서는 원형으로 생긴 기본적인 싱글 펙인홀의 모양 

대신에 사각 싱글 펙인홀을 조립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펙이 홀과 

닿는 경계선을 찾아 사각형 모양의 홀에 맞춰 사각 싱글 펙인홀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12]. 사각 싱글 펙인홀의 삽입 작업을 더 

이해하기 위하여 펙과 홀의 접촉 상태 모델에 대해서 분석하는 연구가 

있었다[13]. 추가적인 RCC장치 혹은 제작된 그리퍼를 사용하여 조립 

작업을 수행하는 연구가 있었다[14,15,16]. 순응 제어 기반에서 

추가적인 센서 없이 사각 싱글 펙인홀 삽입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17]. 또한 임의의 모양을 가진 싱글 펙인홀에 대해서 

조립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연구도 있었다[18]. 

이러한 싱글 펙인홀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부품에 대한 조립 

작업으로 확장되어 연구되어 왔다. 반지름에 비해 높이가 큰 일반적인 

핀 모양의 펙인홀과 다르게 반지름에 비해 높이가 작은 얇은 원판 

모양의 부품을 조립하는 펙인홀 작업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19]. 

사각형의 얇은 판 모양을 가지는 베터리 형태의 부품 조립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20,21]. 그뿐만 아니라, 전자 부품의 조립에 사용되고 

네모난 형상을 가지는 커넥터에 대한 조립 방법이 제안되었다[22,23]. 

조립 작업에서 불확실한 홀의 위치를 탐색하기 위하여 블라인드 

서치(blind search) 방법의 탐색 궤적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24]. 혹은 

부가적인 비전 시스템을 통한 조립 작업이 제안되었다[18,25].  



 

 3 

한편 여러 연구에서 듀얼 펙인홀에 대한 조립 방법을 제안하였다. 

접촉 상태 그래프를 만들고 동작 계획을 통해 조립을 수행하는 연구가 

있었다[26]. 듀얼 펙인홀의 조립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접촉 상태를 

구분하고 부품이 삽입될 때의 힘/모맨트를 분석하여 조립을 수행한 

연구가 있었다[27,28,29,30]. 접촉 상태와 접촉 힘을 분석하고 퍼지 힘 

제어 전략을 사용하여 조립을 수행하는 연구가 있었다[31]. 듀얼 펙의 

재질이 유연할 때의 모델을 분석하여 삽입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32]. 딥러닝 알고리즘인 deep deterministic policy 

gradient(DDPG) 알고리즘을 사용한 연구가 있었다[33,34]. 센서를 

사용하지 않고 어트랙티브 리즌을 사용하여 듀얼 펙이 듀얼 홀에 조립될 

수 있도록 차원을 줄여 나가는 방법이 제안되었다[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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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 목표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홀 인식 값에 오차가 있는 경우에 이를 극복하고 

듀얼 펙인홀을 조립하는 전략을 제안한다. 조립은 듀얼 펙인홀을 

대상으로 하며, 탐색과 삽입을 수행한다. 또한 추가적인 비전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다. 

기존의 많은 듀얼 펙인홀 조립 작업에 대한 연구들은 삽입 단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홀 탐색에 성공했다고 가정하거나 홀 탐색을 

수행했다고 언급만 할 뿐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혹은 홀 

근처에서 조립 작업을 시작했다고 언급하는 것에서 그치며 충분한 

고찰이 부족했다. 또한, 기존 연구들은 듀얼 펙인홀을 저차원화 하여 

분석하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듀얼 펙을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의 

모델에 대한 분석은 있었지만, 위에서 바라봤을 때의 듀얼 펙이 이루는 

정렬 방향에 대한 고찰이 없었다. 게다가 펙의 형상이 원형인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펙의 형상이 사각형인 사각 듀얼 펙인홀에 대해서는 

조립 작업 연구가 부족했다. 그리고 듀얼 펙인홀에 사용된 조립 전략을 

듀얼 보다 펙과 홀의 숫자가 많은 멀티플 펙인홀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부족했다. 결과적으로 기존 연구에서는 듀얼 펙인홀 탐색 

단계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고, 듀얼 펙인홀 조립 보장 조건을 알기 

어려웠으며, 펙의 모양이 각지거나 수가 많아진 경우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다음과 

같은 연구 목표를 가진다. 

 추가적인 센서 없이 듀얼 펙인홀 모델 정보와 홀 인식 값 

오차의 최댓값을 사용하여 블라인드 서치 방식의 듀얼 홀 탐색 

방법을 제안한다. 

 듀얼 펙인홀 조립 작업을 위한 조립 성공 보장 조건을 고찰하고 

조립 전략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전략으로 사각 듀얼 펙인홀 및 트리플 펙인홀 조립 

작업을 수행한다. 

듀얼 홀 탐색을 위해서는 듀얼 펙이 듀얼 홀에 조립되는 성공 보장 

영역을 알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듀얼 펙이 듀얼 홀에 조립되는 정렬 

방향에 대한 고찰을 위하여 조립 형상 공간을 제안하였다. 추가적인 

센서를 사용하지 않고 조립 형상 공간상에서 모델 정보를 활용한 

기하학적인 계산을 통하여 조립 성공 보장 영역을 계산한다. 그리고 

탐색 방법을 제안하고, 조립 성공 보장 영역과 겹쳐지기 위한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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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를 설계할 수 있는 보장 조건을 기하학적으로 유도한다. 듀얼 

펙인홀 조립 전략은 접근 단계, 탐색 단계, 삽입 단계로 구성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펙인홀 문제와 싱글 

펙인홀 조립 전략에 대해 소개한다. 3장에서는 듀얼 펙인홀의 조립 

성공이 보장되는 영역을 형상 공간상에 계산하고, 조립을 위한 탐색 

경로와 조립 전략을 제안한다. 4장에서는 듀얼 펙인홀 부품 모델을 

가지고 3장에서 제안한 전략 검증을 위한 실험 결과에 대하여 설명한다. 

그리고 사각 듀얼 펙인홀, 트리플 펙인홀 부품에 전략을 적용한 실험 

결과에 대하여 설명한다. 끝으로 5장에서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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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펙인홀 작업 
 

 

2.1 펙인홀 문제 
 

펙(Peg)을 홀(Hole)에 끼워 넣는 펙인홀(Peg-in-Hole) 작업은 

로봇의 조립작업에서 대표적인 부품 조립 작업이다. 펙인홀 작업은 펙과 

홀의 개수에 따라 싱글 펙인홀(그림 1-(a)), 듀얼 펙인홀(그림 1-(b)), 

멀티플 펙인홀로 나뉜다. 또한, 조립 부품의 모양에 따라 기본 모양인 

원형 대신에 사각 펙인홀, 다각형 펙인홀 등으로 구분된다. 싱글 

펙인홀의 예로는 고정핀, 나사, 볼트, 버튼, 베터리 등이 있다. 듀얼 

펙인홀의 예로는 그림 2와 같이 콘센트, 베어링 조립 단계, 가구 조립 

부품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림 1. (a) 싱글 펙인홀 형상과 (b) 듀얼 펙인홀 형상. 

 

 
그림 2. 듀얼 펙인홀 예시. (a) 콘센트. (b) 베어링. (c) 가구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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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이 조립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홀이 있는 부품은 조립대 위에 

고정되고 펙이 있는 부품은 로봇으로 이동되어 홀에 조립되는 과정을 

거친다. 로봇은 홀의 정확한 위치와 방위를 알아야 펙을 조립할 수 있다. 

하지만 부품의 조립 시작 위치에는 조립대 위에 놓인 조립물의 오차, 

비전 시스템의 오차, 로봇의 제어 오차 등으로 인한 위치(position) 

오차와 방위(orientation) 오차가 생긴다. 따라서 조립 전략은 이러한 

위치 및 방위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부품을 조립하기 위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펙인홀 작업 조립 전략은 펙을 홀의 위치로 옮기는 탐색 

단계와 펙을 홀에 끼우는 삽입 단계로 이루어진다. 

펙인홀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다. 

첫째로, 비전 시스템을 이용하여 펙과 홀의 위치를 인식하고 상태 위치 

오차를 줄여 조립하는 방법이 있다[25]. 그러나 비전 시스템은 조명에 

따라서 성능에 변화가 생기는 단점을 가진다. 게다가 비전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조립 부품과 거리를 가지기 때문에 부품의 위치 인식 오차가 

있고 작은 물체 조립에 어려움을 가진다. 

둘째로, F/T 센서(force/torque sensor) 값과 조립 부품 모델 

정보를 이용하여 홀 위치 추정, 펙 부품 상태 추정을 하고 조립하는 

방법이 있다[29,30]. 하지만 F/T 센서 사용에는 외부 접촉 정보에 대한 

정확한 계산, 센서 성능에 의존되는 정보의 정밀성, 센서의 높은 가격 

등의 어려움이 있다. 

셋째로, 외력에 순응 동작을 가지는 RCC 장치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11,15]. 홀 근처에서 펙과 홀 사이의 작은 위치 오차와 방위 

오차로 인하여 생기는 외력은 순응 동작을 통해서 펙과 홀 사이의 

오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임이 구현된다. 이 방법은 RCC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과 펙이 홀과 닿아 있는 경우만 사용 가능하다는 한계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일정 범위 안에 홀이 있다는 가정하에 설계된 탐색 

경로를 따라 움직이며 홀을 찾고 조립하는 블라인드 탐색(blind search) 

방법이 있다[24]. 탐색 범위가 너무 넓거나 탐색 경로를 비효율적으로 

설계하면 탐색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탐색이 불필요한 곳에서 홀을 찾고 

있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블라인드 탐색 방법은 카메라, 

F/T센서, RCC 장치와 같은 추가적인 장비가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을 

가진다. 또한 정해진 탐색 범위에 맞춰 효율적으로 설계된 탐색 경로는 

수학적으로 반드시 홀을 탐색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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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싱글 펙인홀 조립 전략 
 

싱글 펙인홀은 그림 1–(a)와 같이 한 개의 홀에 한 개의 펙을 

조립하는 작업을 말한다. 싱글 펙인홀은 펙의 𝑋𝑋 축 위치, 𝑌𝑌 축 위치, 

𝜃𝜃𝑥𝑥 회전 방위(roll), 𝜃𝜃𝑦𝑦 회전 방위(pitch)가 홀과 맞아야 조립된다. 

일반적으로 싱글 펙인홀의 조립 전략은 접근 단계, 탐색 단계, 삽입 

단계로 이루어진다[그림 2].  

접근 단계에서 펙의 위치는 바닥으로 접근하는 동작이, 펙의 방위는 

바닥과 수직을 이루는 동작이 수행된다. 탐색 단계는 추가적인 카메라, 

F/T센서, RCC 장치 없이 블라인드 탐색 방법을 사용하여 홀을 

탐색한다. 탐색 단계에서 펙은 −𝑍𝑍 방향으로 접촉력을 주어 바닥과 

접촉을 유지하고 나선형 경로(spiral path)를 그리며 홀을 탐색한다. 

나선형 경로는 펙이 바닥과 접촉이 일어난 곳을 시작점으로 하고 가까운 

곳부터 먼 곳으로 뻗어 나가며 주변을 탐색하는 경로이다. 홀 탐색에 

성공한 다음 삽입 단계에서 펙은 홀에 조립된다. 

 

 

 
그림 3. 싱글 펙인홀 조립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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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 탐색을 위한 나선형 경로는 탐색 출발점에 가까운 곳부터 모든 

방향을 균등하게 탐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24]. 나선형 경로는 식 

(1)과 같다. 

 

(2) 𝑟𝑟 = 𝑎𝑎 + 𝑏𝑏𝜓𝜓 ⇔𝑥𝑥 = 𝑟𝑟 cos𝜓𝜓 ,𝑦𝑦 = 𝑟𝑟sin𝜓𝜓 (1) 

 

𝑟𝑟은 나선형 경로의 반지름, 𝜓𝜓는 나선형 경로의 회전 각도, 𝑎𝑎 와 𝑏𝑏는 

상수이다.  

나선형 경로를 따라서 등속도로 움직이며 시작점이 원점이고 한 

바퀴 회전마다 반지름이 피치(pitch)만큼 증가하는 궤적은 식 (2)와 

같다. 

 

(2) 

𝜓𝜓(𝑡𝑡) = �
4𝜋𝜋𝜋𝜋𝑡𝑡
𝑝𝑝 ,𝑟𝑟(𝑡𝑡) =  

𝑝𝑝
2𝜋𝜋 𝜓𝜓

(𝑡𝑡) =  �
𝑝𝑝𝜋𝜋𝑡𝑡
𝜋𝜋  

⇔𝑥𝑥(𝑡𝑡) =  �
𝑝𝑝𝜋𝜋𝑡𝑡
𝜋𝜋 ∙ sin��

4𝜋𝜋𝜋𝜋𝑡𝑡
𝑝𝑝

�, 𝑦𝑦(𝑡𝑡) =  �
𝑝𝑝𝜋𝜋𝑡𝑡
𝜋𝜋 ∙ cos��

4𝜋𝜋𝜋𝜋𝑡𝑡
𝑝𝑝

� 

(2) 

 

𝑡𝑡는 시간, 𝜋𝜋는 나선형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 속도, 𝑝𝑝는 pitch이다. 

싱글 펙인홀을 𝑋𝑋𝑌𝑌평면상에서 바라보면 그림 4와 같이 홀(주황색 

원)과 펙(파란색 원)이 그려진다. 홀과 펙 사이에 유격이 있으므로 펙은 

홀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 생긴다.  

 

 

 
그림 4. 𝑋𝑋𝑌𝑌평면상의 싱글 펙인홀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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펙을 점 하나로 치환하여 생각하는 문제를 point-in-hole 

problem이라고 부른다[36,37]. 펙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형상 

공간으로 치환되고 부피를 가진 펙은 점 하나로 치환된다. 이때, 펙과 

홀의 유격으로 인하여 펙의 중심점이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을 clearance 

region이라고 부르며 그림 5-(a)의 주황색 원과 같이 그려진다.  

 

 
그림 5. (a)싱글 펙인홀 탐색 경로와 (b)조립 보장 조건. 

 

그림 5-(b)와 같이 나선형 경로의 pitch가 clearance region의 

지름보다 작거나 같으면 나선형 경로는 항상 clearance region과 

겹치는 경우가 생긴다. 이는 탐색 경로를 따라 움직이던 펙이 항상 홀을 

찾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반대로 만약 pitch가 clearance region의 

지름보다 크다면 나선형 경로가 clearance region과 겹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싱글 펙인홀의 조립 보장을 위한 조건은 

식 (3)과 같다[38]. 

 

(2) 𝑝𝑝𝑝𝑝𝑡𝑡𝑝𝑝ℎ ≤ 2𝑟𝑟𝑐𝑐 (3) 

 

𝑟𝑟𝑐𝑐는 clearance region의 반지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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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듀얼 펙인홀 조립 형상 공간 
 

앞 장에서 펙인홀 문제를 정의하고, 싱글 펙인홀 조립 전략과 조립 

보장을 위한 조건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확장하여 듀얼 펙인홀 

조립을 목표로 한다. 이 장에서는 듀얼 펙인홀 조립 형상 공간에 

표현되는 조립 성공 보장 영역에 관해 설명하고, 성공 보장 영역을 

반드시 지나는 탐색 경로를 찾고, 듀얼 펙인홀 조립 전략을 설명한다. 

 

3.1 듀얼 펙인홀 모델 
 

본 연구에서는 그림 1-(b)와 같이 두 개의 홀에 두 개의 펙을 

조립하는 문제인 듀얼 펙인홀을 조립 대상물로 선정하였다. 듀얼 

펙인홀이 가지는 조립 오차는 위치 오차 𝑥𝑥,𝑦𝑦와 회전 오차 𝜃𝜃𝑥𝑥 ,𝜃𝜃𝑦𝑦 , 𝜃𝜃𝑧𝑧 가 

있다. 듀얼 펙인홀 모델은 그림 6과 같이 표현된다. 그림 6에서 𝐷𝐷𝑃𝑃는 두 

펙 중심 사이의 거리, 𝑟𝑟𝑃𝑃 는 펙의 반지름, 𝑂𝑂𝑃𝑃 는 펙의 좌표계의 중심, 

𝐷𝐷𝐻𝐻는 두 홀 중심 사이의 거리, 𝑟𝑟𝐻𝐻는 홀의 반지름, 𝑂𝑂𝐻𝐻는 홀 좌표계의 

중심을 나타낸다. 

 

 
그림 6. 듀얼 펙인홀 모델 및 좌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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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얼 펙인홀이 싱글 펙인홀과 가장 다른 점은 위치( 𝑥𝑥 ,𝑦𝑦 )와 삽입 

방향(𝜃𝜃𝑥𝑥, 𝜃𝜃𝑦𝑦 )뿐만 아니라 두 펙이 이루는 방향(𝜃𝜃𝑧𝑧 )이 두 홀이 이루는 

정렬 방향이 맞아야 조립이 성공된다는 것이다. 그림 7-(a)의 경우와 

같이 위치 오차만 있는 경우에는 싱글 펙인홀 조립 전략에서 사용한 

나선형 경로 탐색만 있어도 조립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림 7-(b)와 

같이 정렬 오차(𝜃𝜃𝑧𝑧회전 오차)만 있는 경우나, 그림 7-(c)와 같이 위치 

오차와 정렬 오차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나선형 경로 탐색만으로 

조립할 수 없다. 정렬 오차가 있는 경우에는 정렬 오차를 없애기 위한 

회전 탐색이 조립을 위해 필요하다. 

 

 

 
그림 7. 위치 및 정렬 오차에 따른 듀얼 펙인홀 상태. (a) 위치 오차만 

있는 경우. (b) 정렬 오차만 있는 경우. (c) 위치 오차와 정렬 오차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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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듀얼 펙인홀 조립 형상 공간내 성공 보장 영역 
 

듀얼 펙이 바닥과 수직인 상태는 𝜃𝜃𝑥𝑥회전 방향(roll)과 𝜃𝜃𝑦𝑦 회전 방향 

(pitch)에 오차가 없는 상태이다. 그리고 이 장에서 듀얼 펙은 항상 

바닥과 수직인 상태를 유지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이때 듀얼 펙이 

듀얼 홀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지는 오차는 𝑋𝑋축 위치 오차, 𝑌𝑌축 위치 

오차, 𝜃𝜃𝑧𝑧 회전 오차(yaw)이다. 이 3가지 오차는 𝑋𝑋,𝑌𝑌, 𝜃𝜃𝑧𝑧 로 이루어진 

3차원 공간에 표현할 수 있고 이를 조립 형상 공간이라고 정의한다. 

듀얼 펙의 𝜃𝜃𝑧𝑧 회전 오차(yaw)가 없고 𝑋𝑋축 위치 오차, 𝑌𝑌축 위치 

오차만 있다고 가정했을 때, 듀얼 펙이 듀얼 홀에 조립된 상태에서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을 point-in-hole problem으로 바꾸고 

𝑋𝑋𝑌𝑌 평면상에서 바라보면 그림 8과 같다. 그림 8에서 점 𝑂𝑂𝐻𝐻1 을 

중심점으로 하는 파란색 원은 듀얼 펙중 왼쪽 펙의 왼쪽 홀에 대한 

clearance region이고, 점 𝑂𝑂𝐻𝐻2 을 중심점으로 하는 파란색 원은 듀얼 

펙중 오른쪽 펙의 오른쪽 홀에 대한 clearance region이다. 점 𝑂𝑂𝐻𝐻 를 

중심점으로 하는 빨간색 원은 듀얼 펙의 중심점인 점 𝑂𝑂𝑃𝑃로 듀얼 펙을 

치환했을 때 듀얼 홀에 대한 clearance region이다. 바꿔 말하자면 

𝜃𝜃𝑧𝑧회전 오차(yaw)가 없을 때, 듀얼 펙이 조립된 상태로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은 그림 8의 빨간색 원과 같다.  

 

 
그림 8. 임의의 위치에서의 조립 성공 최대 각도. 

 

그림 8에서 점 𝑂𝑂𝐻𝐻1을 중심점으로 하는 파란색 원, 점 𝑂𝑂𝐻𝐻2을 중심점으로 

하는 파란색 원, 점 𝑂𝑂𝐻𝐻 를 중심점으로 하는 빨간색 원의 반지름 값은 

모두 펙과 홀 사이의 유격의 절반 값이며 식 (4)와 같다. 

 

(2) 𝑟𝑟𝑐𝑐 = 𝑟𝑟𝐻𝐻 − 𝑟𝑟𝑃𝑃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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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에서 펙의 중심점 𝑂𝑂𝑃𝑃가 임의의 위치로 움직였을 때 두 홀의 

중심점 𝑂𝑂𝐻𝐻로부터 𝑋𝑋축 거리를 ∆𝑥𝑥 , 𝑌𝑌축 거리를 ∆𝑦𝑦로 정의한다. 길이 

𝑑𝑑𝑒𝑒𝑥𝑥𝑦𝑦는 점 𝑂𝑂𝑃𝑃의 점 𝑂𝑂𝐻𝐻에 대한 𝑋𝑋𝑌𝑌평면상의 위치 오차이다. Point-in-

hole problem의 관점에서 듀얼 펙을 표현하기 위해 듀얼 펙의 양쪽 

펙의 중심점을 꼭짓점으로 하는 직선을 그릴 수 있다. 펙의 중심점 𝑂𝑂𝑃𝑃가 

위치 (∆𝑥𝑥,∆𝑦𝑦 )로 이동하고 𝜃𝜃𝑧𝑧  회전 오차(yaw)가 없을 때의 듀얼 펙은 

그림 8의 직선 𝐴𝐴′𝐴𝐴����� 와 같다. 직선 𝑂𝑂𝑃𝑃𝐴𝐴������는 듀얼 펙의 오른쪽 부분을 

표현한 것이며 길이를 𝑙𝑙로 정의한다. 따라서 길이 𝑙𝑙은 식 (5)와 같다. 

 

(2) 𝑙𝑙 =
𝐷𝐷𝑃𝑃
2  (5) 

 

각도 𝜃𝜃는 점 𝑂𝑂𝑃𝑃를 중심으로 직선 𝐴𝐴′𝐴𝐴�����를 회전했을 때 점 𝐴𝐴가 점 

𝑂𝑂𝐻𝐻2 를 중심점으로 하는 오른쪽 파란색 원과 맞닿을 때의 각도이다. 

따라서 각도 𝜃𝜃는 위치 (∆𝑥𝑥,∆𝑦𝑦)에서 듀얼 펙이 가질 수 있는 양의 방향 

𝜃𝜃𝑧𝑧 회전 오차(yaw)의 최댓값이고 직선 𝐵𝐵′𝐵𝐵�����는 이때의 듀얼 펙이다. 점 

𝑂𝑂𝑃𝑃가 임의의 위치로 옮겨졌을 때의 각도 𝜃𝜃를 모두 계산하면 조립 형상 

공간상에 듀얼 펙이 조립 가능한 영역을 표현할 수 있다. 

 

 
그림 9. 조립 성공 최대 각도에 대한 기하학적 계산. 

 

그림 9는 조립 성공 최대 각도 𝜃𝜃를 기하학적으로 계산하기 위한 

그림이다. 직선 𝑂𝑂𝐻𝐻2𝐵𝐵�������의 길이는 𝑟𝑟𝑐𝑐이다. 직선 𝑂𝑂𝑃𝑃𝐶𝐶�����의 길이는 𝑙𝑙 − ∆𝑥𝑥이다. 

각도 𝛼𝛼는 삼각형 ∆𝐵𝐵𝑂𝑂𝑃𝑃𝑂𝑂𝐻𝐻2에서 𝑝𝑝𝑐𝑐𝑐𝑐  제2 법칙을 사용해 구해진다. 각도 

𝛽𝛽는 삼각형 ∆𝐶𝐶𝑂𝑂𝑃𝑃𝑂𝑂𝐻𝐻2 에서 𝑡𝑡𝑎𝑎𝑡𝑡  정의에 의하여 구해진다. 따라서 각도 

𝜃𝜃에 대한 계산식은 식 (6)과 같이 유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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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𝜃𝜃 = 𝛼𝛼 −𝛽𝛽 = 𝑎𝑎𝑝𝑝𝑐𝑐𝑐𝑐�
𝑙𝑙2 + ((𝑙𝑙 − ∆𝑥𝑥)2 + ∆𝑦𝑦2)− 𝑟𝑟𝑐𝑐2

2𝑙𝑙((𝑙𝑙 − ∆𝑥𝑥)2 + ∆𝑦𝑦2) �− 𝑎𝑎𝑡𝑡𝑎𝑎𝑡𝑡 �
∆𝑦𝑦

𝑙𝑙 − ∆𝑥𝑥
� (6) 

 

그림 9와 식 (6)은 듀얼 펙이 양의 방향으로 회전하고 오른쪽 펙이 

오른쪽 홀에 걸릴 때의 계산 결과이다. 듀얼 펙은 두 개의 펙을 가지고 

있고 듀얼 펙의 𝜃𝜃𝑧𝑧회전 방향은 양의 방향과 음의 방향이 있으므로 각도 

𝜃𝜃를 계산하기 위한 경우의 수는 그림 10과 같이 총 4가지가 있다. 

 

 
그림 10. 한쪽 펙이 홀과 맞닿는 네 가지 경우. 

 

그림 10에서 𝜃𝜃𝑢𝑢𝑢𝑢𝑢𝑢𝑒𝑒𝑢𝑢,𝑢𝑢 는 듀얼 펙의 𝜃𝜃𝑧𝑧 가 양의 방향으로 회전하는 

경우에 오른쪽 펙이 오른쪽 홀에 맞닿을 때의 값, 𝜃𝜃𝑢𝑢𝑢𝑢𝑢𝑢𝑒𝑒𝑢𝑢,𝑙𝑙는 듀얼 펙의 

𝜃𝜃𝑧𝑧가 양의 방향으로 회전하는 경우에 왼쪽 펙이 왼쪽 홀에 맞닿을 때의 

값이다. 𝜃𝜃𝑙𝑙𝑙𝑙𝑙𝑙𝑒𝑒𝑢𝑢,𝑢𝑢 는 듀얼 펙의 𝜃𝜃𝑧𝑧 가 음의 방향으로 회전하는 경우에 

오른쪽 펙이 오른쪽 홀에 맞닿을 때의 값, 𝜃𝜃𝑙𝑙𝑙𝑙𝑙𝑙𝑒𝑒𝑢𝑢 ,𝑙𝑙는 듀얼 펙의 𝜃𝜃𝑧𝑧 가 

음의 방향으로 회전하는 경우에 왼쪽 펙이 왼쪽 홀에 맞닿을 때의 

값이다. 식 (6)을 유도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그림 10의 4가지 경우에 

대한 각도 계산식을 유도하면 식 (7)과 같다. 

 

(2) 

𝜃𝜃𝑢𝑢𝑢𝑢𝑢𝑢𝑒𝑒𝑢𝑢,𝑢𝑢 = 𝑎𝑎𝑝𝑝𝑐𝑐𝑐𝑐 �
𝑙𝑙2 + ((𝑙𝑙 − ∆𝑥𝑥)2 + ∆𝑦𝑦2)− 𝑟𝑟𝑐𝑐2

2𝑙𝑙((𝑙𝑙 − ∆𝑥𝑥)2 + ∆𝑦𝑦2) �− 𝑎𝑎𝑡𝑡𝑎𝑎𝑡𝑡 �
∆𝑦𝑦

𝑙𝑙 − ∆𝑥𝑥
� 

𝜃𝜃𝑢𝑢𝑢𝑢𝑢𝑢𝑒𝑒𝑢𝑢,𝑙𝑙 = 𝑎𝑎𝑝𝑝𝑐𝑐𝑐𝑐 �
𝑙𝑙2 + ((𝑙𝑙 + ∆𝑥𝑥)2 + ∆𝑦𝑦2)− 𝑟𝑟𝑐𝑐2

2𝑙𝑙((𝑙𝑙 + ∆𝑥𝑥)2 + ∆𝑦𝑦2) �+ 𝑎𝑎𝑡𝑡𝑎𝑎𝑡𝑡 �
∆𝑦𝑦

𝑙𝑙 + ∆𝑥𝑥
� 

𝜃𝜃𝑙𝑙𝑙𝑙𝑙𝑙𝑒𝑒𝑢𝑢,𝑢𝑢 = −𝑎𝑎𝑝𝑝𝑐𝑐𝑐𝑐 �
𝑙𝑙2 + ((𝑙𝑙 − ∆𝑥𝑥)2 + ∆𝑦𝑦2)− 𝑟𝑟𝑐𝑐2

2𝑙𝑙((𝑙𝑙 − ∆𝑥𝑥)2 + ∆𝑦𝑦2) �− 𝑎𝑎𝑡𝑡𝑎𝑎𝑡𝑡 �
∆𝑦𝑦

𝑙𝑙 − ∆𝑥𝑥
� 

𝜃𝜃𝑙𝑙𝑙𝑙𝑙𝑙𝑒𝑒𝑢𝑢,𝑙𝑙 = −𝑎𝑎𝑝𝑝𝑐𝑐𝑐𝑐 �
𝑙𝑙2 + ((𝑙𝑙 + ∆𝑥𝑥)2 + ∆𝑦𝑦2)− 𝑟𝑟𝑐𝑐2

2𝑙𝑙((𝑙𝑙 + ∆𝑥𝑥)2 + ∆𝑦𝑦2) �+ 𝑎𝑎𝑡𝑡𝑎𝑎𝑡𝑡 �
∆𝑦𝑦

𝑙𝑙 + ∆𝑥𝑥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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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에서 초록색 선은 두 개의 펙이 모두 홀에 조립이 가능한 

경우이고, 빨간색 선은 두 개의 펙이 모두 홀에 조립되지는 않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그림 10의 𝜃𝜃𝑢𝑢𝑢𝑢𝑢𝑢𝑒𝑒𝑢𝑢,𝑙𝑙은 왼쪽 펙이 최대로 회전할 수 

있는 경우이지만 오른쪽 펙이 오른쪽 홀 clearance region의 밖에 

있으므로 조립이 불가능한 경우이다. 따라서 조립 성공 최대 각도를 

계산할 때에는 초록색 선의 경우를 선택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듀얼 

펙이 양의 방향으로 회전하는 경우에는 𝜃𝜃𝑢𝑢𝑢𝑢𝑢𝑢𝑒𝑒𝑢𝑢,𝑢𝑢과 𝜃𝜃𝑢𝑢𝑢𝑢𝑢𝑢𝑒𝑒𝑢𝑢,𝑙𝑙 중에서 작은 

값이 두 개의 펙이 모두 홀에 조립되는 경우이다. 또한 펙이 음의 

방향으로 회전하는 경우에는 𝜃𝜃𝑙𝑙𝑙𝑙𝑙𝑙𝑒𝑒𝑢𝑢,𝑢𝑢 과 𝜃𝜃𝑙𝑙𝑙𝑙𝑙𝑙𝑒𝑒𝑢𝑢,𝑙𝑙 중에서 큰 값이 두개의 

펙이 모두 홀에 조립되는 경우이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식 (8)과 

같다. 

 

(2) 
𝜃𝜃𝑢𝑢𝑢𝑢𝑢𝑢𝑒𝑒𝑢𝑢 = 𝑚𝑚𝑝𝑝𝑡𝑡 (𝜃𝜃𝑢𝑢𝑢𝑢𝑢𝑢𝑒𝑒𝑢𝑢,𝑢𝑢 ,𝜃𝜃𝑢𝑢𝑢𝑢𝑢𝑢𝑒𝑒𝑢𝑢,𝑙𝑙) 
𝜃𝜃𝑙𝑙𝑙𝑙𝑙𝑙𝑒𝑒𝑢𝑢 = 𝑚𝑚𝑎𝑎𝑥𝑥 (𝜃𝜃𝑙𝑙𝑙𝑙𝑙𝑙𝑒𝑒𝑢𝑢,𝑢𝑢 ,𝜃𝜃𝑙𝑙𝑙𝑙𝑙𝑙𝑒𝑒𝑢𝑢,𝑙𝑙) 

(8) 

 

𝜃𝜃𝑢𝑢𝑢𝑢𝑢𝑢𝑒𝑒𝑢𝑢는 듀얼 펙이 양의 방향으로 회전하는 경우의 최대 회전 각도이다. 

𝜃𝜃𝑙𝑙𝑙𝑙𝑙𝑙𝑒𝑒𝑢𝑢는 듀얼 펙이 음의 방향으로 회전하는 경우의 최대 회전 각도이다.  

식 (8)은 듀얼 펙이 듀얼 홀에 조립될 수 있는 성공 보장 영역의 

경곗값이다. 따라서 성공 보장 영역 𝑆𝑆는 조립 형상 공간상에 식 (9)와 

같이 정의된다. 

 

 

(2) 
𝑆𝑆 = {(∆𝑥𝑥,∆𝑦𝑦,𝜃𝜃𝑠𝑠𝑢𝑢𝑐𝑐𝑐𝑐𝑒𝑒𝑠𝑠𝑠𝑠)|𝜃𝜃𝑙𝑙𝑙𝑙𝑙𝑙𝑒𝑒𝑢𝑢 ≤ 𝜃𝜃𝑠𝑠𝑢𝑢𝑐𝑐𝑐𝑐𝑒𝑒𝑠𝑠𝑠𝑠 ≤ 𝜃𝜃𝑢𝑢𝑢𝑢𝑢𝑢𝑒𝑒𝑢𝑢} (9) 

 

𝜃𝜃𝑠𝑠𝑢𝑢𝑐𝑐𝑐𝑐𝑒𝑒𝑠𝑠𝑠𝑠는 임의의 위치 (∆𝑥𝑥,∆𝑦𝑦 )에서 듀얼 펙이 조립된 상태로 회전 

가능한 𝜃𝜃𝑧𝑧 각도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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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듀얼 펙인홀 성공 보장 영역. (a) 𝑋𝑋𝑌𝑌𝜃𝜃𝑧𝑧 3차원 조립 형상 

공간상의 성공 보장 영역. (b)  𝑋𝑋𝜃𝜃𝑧𝑧평면에서 바라본 성공 보장 영역.   

(c) 𝑌𝑌𝜃𝜃𝑧𝑧평면에서 바라본 성공 보장 영역. (d) 𝑋𝑋𝑌𝑌평면을 위에서 바라본 

성공 보장 영역. (e) 𝑋𝑋𝑌𝑌평면을 아래에서 바라본 성공 보장 영역. 

 

그림 11-(a)는 𝑟𝑟𝑐𝑐 는 2𝑚𝑚𝑚𝑚이고 𝑙𝑙은 15𝑚𝑚𝑚𝑚인 경우의 성공 보장 

영역이다. 듀얼 펙인홀이 조립 가능한 상태에서 𝜃𝜃𝑧𝑧 회전을 할 수 

있으므로 조립 형상 공간에서 세 번째 축의 방향으로 부피가 생기게 

된다. 이로 인해 듀얼 펙인홀의 clearance region인 성공 보장 영역은 

3차원 영역이 된다. 그림 11-(b)는 성공 보장 영역을 𝑌𝑌𝜃𝜃𝑧𝑧 평면상에서 

바라본 모습이고, 그림 11-(c)는 성공 보장 영역을 𝑋𝑋𝜃𝜃𝑧𝑧 평면상에서 

바라본 모습이다. 그리고 식 (8)에서 𝜃𝜃𝑢𝑢𝑢𝑢𝑢𝑢𝑒𝑒𝑢𝑢와 𝜃𝜃𝑙𝑙𝑙𝑙𝑙𝑙𝑒𝑒𝑢𝑢 는 반대되는 값이 

아니다. 그러므로 성공 보장 영역은 축 𝜃𝜃𝑧𝑧방향으로 대칭이 아니고 이는 

그림 11-(d)와 그림 11-(e)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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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듀얼 펙인홀 조립을 위한 탐색 경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홀 탐색 방법은 𝑋𝑋𝑌𝑌 평면에서 나선형 탐색 

동작과 𝑍𝑍축 회전을 양의 방향과 음의 방향으로 반복하는 동작이 동시에 

구현된다(그림 12-(a)). 이 탐색 경로를 𝑋𝑋,𝑌𝑌, 𝜃𝜃𝑧𝑧로 이루어진 조립 형상 

공간상에 표현하면 그림 12-(b)의 파란선과 같다. 

탐색경로는 4개의 파라미터 𝑝𝑝𝑝𝑝𝑡𝑡𝑝𝑝ℎ,𝜋𝜋𝑠𝑠𝑢𝑢𝑠𝑠𝑢𝑢𝑠𝑠𝑙𝑙 ,𝜃𝜃𝑠𝑠𝑢𝑢𝑠𝑠𝑢𝑢𝑠𝑠𝑙𝑙 ,𝜋𝜋𝜃𝜃를 통하여 경로가 

결정된다(그림 12-(b)). 𝑝𝑝𝑝𝑝𝑡𝑡𝑝𝑝ℎ 는 𝑋𝑋𝑌𝑌 평면상의 나선형 경로에서 한 

바퀴마다 증가하는 반지름 값이다. 𝜋𝜋𝑠𝑠𝑢𝑢𝑠𝑠𝑢𝑢𝑠𝑠𝑙𝑙 은 나선형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 속도(𝑚𝑚𝑚𝑚/𝑐𝑐)이다. 𝜃𝜃𝑠𝑠𝑢𝑢𝑠𝑠𝑢𝑢𝑠𝑠𝑙𝑙은 조립 시작 각도로부터 𝑍𝑍축 회전을 

양의 방향과 음의 방향으로 탐색하는 각도 값이다. 마지막으로, 𝜋𝜋𝜃𝜃 는 

𝑍𝑍축 회전의 탐색 속도(𝑑𝑑𝑑𝑑𝑑𝑑𝑟𝑟𝑑𝑑𝑑𝑑/𝑐𝑐)이다. 

 

 
그림 12. 홀 탐색 경로를 구성하는 4개의 파라미터. 

 

그림 12-(b)에서 위치 (0,0)에 색이 있는 영역이 성공 보장 

영역이다. 점으로 치환된 듀얼 펙인홀은 탐색 경로인 파란색 선을 따라 

움직이다가 성공 보장 영역에 들어가면 홀 탐색에 성공하며 조립이 된다. 

따라서 오차 범위 안의 어떤 조립 시작점에서 탐색을 시작하더라도 성공 

보장 영역과 탐색 경로 사이에 적어도 한 개 이상의 교점이 생기도록 

탐색 경로를 그리면 항상 조립에 성공하는 탐색 경로라고 할 수 있다. 

 



 

 19 

성공 보장 영역과 탐색 경로 사이에 적어도 한 개 이상의 교점이 

생기기 위해서는 탐색 경로의 pitch가 너무 크지 않아야 하고, 탐색 

경로가 축 𝜃𝜃𝑧𝑧 상에서 움직이는 지그재그가 촘촘해야 한다. 예를 들어, 

𝜋𝜋𝑠𝑠𝑢𝑢𝑠𝑠𝑢𝑢𝑠𝑠𝑙𝑙 이 너무 커지면 축 𝜃𝜃𝑧𝑧 상에서 봤을 때 탐색 경로의 기울기가 

낮아진다. 그 결과 탐색 경로가 성공 보장 영역의 위 혹은 아래를 

넘어서 지나가며 교점이 생기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𝜋𝜋𝜃𝜃 가 너무 작으면 축 𝜃𝜃𝑧𝑧 상에서 봤을 때 탐색 경로의 

기울기가 낮아져 탐색 경로와 성공 보장 영역 간에 교점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비전 시스템의 각도 오차 최댓값이 큰 경우에 𝜃𝜃𝑠𝑠𝑢𝑢𝑠𝑠𝑢𝑢𝑠𝑠𝑙𝑙이 

너무 작다면 탐색 경로의 축 𝜃𝜃𝑧𝑧 값의 최솟값(혹은 최댓값)이 성공 보장 

영역의 축 𝜃𝜃𝑧𝑧 값의 최댓값(혹은 최솟값)보다 클 수 있다(혹은 작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탐색 경로와 성공 보장 영역 사이에 교점이 생기지 

않는다. 

탐색 경로의 출발 지점이 최악인 경우에 탐색 경로와 성공 보장 

영역 간에 교점이 있다면 어떤 경우에도 교점이 생긴다는 점을 활용하여 

교점이 생기는 조건을 유도할 수 있다. 성공 보장 영역을 임의의 

위치에서 𝑋𝑋𝑌𝑌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그림 13-(a)의 파란색 도형과 같다. 

그림 13-(a)의 주황색 원은 파란색 도형과 같은 중심점을 가지면서 

파란색 도형에 내접하는 원이다.  

 

 
그림 13. 최악의 경우 고려를 위한 성공 보장 영역의 단면 (a) 성공 

보장 영역의 𝑋𝑋𝑌𝑌평면상 단면 (b) 나선형 경로가 성공 보장 영역을 

지나는 경우 (c) 나선형 경로가 성공 보장 영역을 지나지 못하는 경우 

 

임의의 pitch를 가진 탐색 경로를 𝑋𝑋𝑌𝑌평면상에 사영하면 그림 13-

(b)의 빨간색 선과 같이 나선형 경로를 그린다. 그림 13-(b)의 나선형 

경로는 파란색 도형과 교점이 있으므로 이때의 탐색 경로는 성공 보장 

영역을 지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림 13-(c)의 나선형 경로는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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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b)의 나선형 경로와 같은 pitch를 가지지만 탐색 경로의 출발점 

위치가 다른 경우이다. 이 탐색 경로는 파란색 도형과 교점이 없으므로 

성공 보장 영역을 지나지 못한다. 이처럼 같은 경로라 하더라도 출발점 

위치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나선형 경로가 성공 

보장 영역의 단면을 지나지 못할 최악의 경우를 고려한다면 나선형 

경로는 성공 보장 영역 단면의 내접원을 반드시 지나야 한다.  

그 결과 조건을 구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성공 보장 영역의 

남은 부분은 그림 14-(a)와 같다. 여기부터 3.3장에서 언급되는 성공 

보장 영역은 모두 그림 14-(a) 영역을 의미한다. 

최악의 경우를 고려하기 위하여 탐색 경로의 출발점의 𝜃𝜃𝑧𝑧값이 비전 

시스템의 회전 방향 오차 최댓값 𝜃𝜃𝑒𝑒𝑢𝑢𝑢𝑢,𝑚𝑚𝑠𝑠𝑥𝑥라고 가정하자. 탐색 경로는 축 

𝜃𝜃𝑧𝑧 상에서 𝜃𝜃𝑠𝑠𝑢𝑢𝑠𝑠𝑢𝑢𝑠𝑠𝑙𝑙 만큼 양의 방향과 음의 방향으로 탐색하므로 축 

𝜃𝜃𝑧𝑧 상에서 탐색 경로의 최저점은 𝜃𝜃𝑒𝑒𝑢𝑢𝑢𝑢,𝑚𝑚𝑠𝑠𝑥𝑥 − 𝜃𝜃𝑠𝑠𝑢𝑢𝑠𝑠𝑢𝑢𝑠𝑠𝑙𝑙 이다. 그리고 이 

최저점에서 성공 보장 영역의 𝑋𝑋𝑌𝑌평면상 단면원의 반지름을 𝑟𝑟1 이라고 

정의하자(그림 14-(b)).  

그림 14-(b)를 𝑋𝑋𝜃𝜃𝑧𝑧 평면상에서 바라보면 그림 14-(c)와 같다. 

이때 직선 Line 1은 그림 11-(c)의 경계선을 통하여 유도할 수 있고 

식 (10)과 같다. 

 

(20) 

𝜃𝜃𝑧𝑧 = 𝑎𝑎𝑋𝑋 + 𝑏𝑏 (0 ≤ 𝑋𝑋 ≤ 𝑟𝑟𝑐𝑐) 

𝑎𝑎 =
1
𝑟𝑟𝑐𝑐
∙ 𝑎𝑎𝑝𝑝𝑐𝑐𝑐𝑐 �

𝐷𝐷𝑃𝑃2− 2𝑟𝑟𝑐𝑐
𝐷𝐷𝑃𝑃2

�, 𝑏𝑏 = 𝑎𝑎𝑝𝑝𝑐𝑐 𝑐𝑐�
𝐷𝐷𝑃𝑃2− 2𝑟𝑟𝑐𝑐
𝐷𝐷𝑃𝑃2

� 
(10) 

 

𝑟𝑟1 은 식 (10)의 𝜃𝜃𝑧𝑧 에 𝜃𝜃𝑒𝑒𝑢𝑢𝑢𝑢,𝑚𝑚𝑠𝑠𝑥𝑥 − 𝜃𝜃𝑠𝑠𝑢𝑢𝑠𝑠𝑢𝑢𝑠𝑠𝑙𝑙 값을 대입했을 때의 𝑋𝑋 값의 

절댓값이다. 

그림 14-(d)는 𝜃𝜃𝑧𝑧 값이 양수인 경우의 성공 보장 영역만 표현한 

것이며 원뿔 형태를 가진다. 파란색 원은 𝑟𝑟1 을 반지름으로 갖는 성공 

보장 영역의 단면이다. 빨간색 선은 나선형 경로이다. 

그림 14-(d)의 파란색 원을 𝑋𝑋𝑌𝑌 평면상에서 바라보면 그림 14-

(e)와 같다. 최악의 경우에 탐색 경로의 출발점이 성공 보장 

영역으로부터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면 나선형 경로의 일부분을 

확대했을 때 경로는 직선에 가깝다. 최악의 경우는 나선형 경로와 성공 

보장 영역의 𝑋𝑋𝑌𝑌평면상 단면이 겹쳐지는 길이가 가장 최소인 경우이다. 

이 경우는 나선형 경로 사이의 중심점이 성공 보장 영역의 𝑋𝑋𝑌𝑌평면상 

단면의 중심점과 일치하는 경우이며 그림 14-(f)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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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성공 보장 영역을 지나는 탐색 경로가 되는 조건. (a)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한 성공 보장 영역. (b) 각도 오차가 최악인 경우. 

파란색 원은 궤적이 지나는 원 중에서 가장 반지름이 큰 원이다. (c) 

성공 보장 영역을 𝑋𝑋𝜃𝜃𝑧𝑧평면에서 본 단면. (d) 파란색 원에 탐색 경로를 

사영한 경우. (e) 𝑋𝑋𝑌𝑌평면에서 본 파란색 원. (f) 탐색 경로 출발점이 

최악인 경우 𝑋𝑋𝑌𝑌평면에서 본 파란색 원. (g) 탐색 궤적이 성공 보장 

영역과 최소한의 교점이 생기는 경우. (h) 이를 𝑋𝑋𝜃𝜃𝑧𝑧평면에서 본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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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f)에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여 나선형 경로가 파란색 

원과 겹쳐지는 길이의 절반 값을 유도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이 

값은 최악의 경우에 탐색 경로를 𝑋𝑋𝑌𝑌평면상에 사영한 경로와 성공 보장 

영역의 𝑋𝑋𝑌𝑌평면상 단면 사이에 겹치는 최소 길이의 절반 값이다. 

그림 14-(g)는 최악의 경우에서 탐색 경로(보라색 선)를 성공 

보장 영역과 겹치게 그린 그림이다. 최악의 경우에서 탐색 경로는 성공 

보장 영역과 두 개의 교점이 생긴다. 이를 𝑋𝑋𝜃𝜃𝑧𝑧평면상에서 바라보면 그림 

14-(h)와 같다. 따라서 축 𝜃𝜃𝑧𝑧 상에서 봤을 때 탐색 경로가 그림 14-

(h)와 같은 기울기를 가질 때가 최악의 경우에서 탐색 경로와 성공 

보장 영역이 최소한의 교점을 가지는 경우이다. 이 기울기는 탐색 

경로의 𝜋𝜋𝑠𝑠𝑢𝑢𝑠𝑠𝑢𝑢𝑠𝑠𝑙𝑙과 𝜋𝜋𝜃𝜃의 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 

탐색 경로의 이 기울기가 그림 14-(h)보다 가파르다면 어떤 

경우에서도 탐색 경로는 성공 보장 영역과 겹쳐진다. 반대로 탐색 

경로의 이 기울기가 그림 14-(h)보다 완만하다면 탐색 경로는 성공 

보장 영역과 겹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정리하면 

조립 보장 조건은 식 (11)과 같이 유도된다. 

 

(20) 

2𝜃𝜃𝑠𝑠𝑢𝑢𝑠𝑠𝑢𝑢𝑠𝑠𝑙𝑙

�(
𝜃𝜃𝑒𝑒𝑢𝑢𝑢𝑢,𝑚𝑚𝑠𝑠𝑥𝑥 − 𝜃𝜃𝑠𝑠𝑢𝑢𝑠𝑠𝑢𝑢𝑠𝑠𝑙𝑙 − 𝑏𝑏

𝑎𝑎 )2− (𝑝𝑝𝑝𝑝𝑡𝑡𝑝𝑝ℎ2 )2
≤

𝜋𝜋𝜃𝜃
𝜋𝜋𝑠𝑠𝑢𝑢𝑠𝑠𝑢𝑢𝑠𝑠𝑙𝑙

 
(11) 

 

이때 각 파라미터는 식 (12)를 만족해야 한다. 

 

(20) 

0 ≤ 𝑝𝑝𝑝𝑝𝑡𝑡𝑝𝑝ℎ ≤ 𝑟𝑟𝑐𝑐 
0 ≤ 𝜋𝜋𝑠𝑠𝑢𝑢𝑠𝑠𝑢𝑢𝑠𝑠𝑙𝑙 ≤ 𝜋𝜋𝑠𝑠𝑢𝑢𝑠𝑠𝑢𝑢𝑠𝑠𝑙𝑙,𝑚𝑚𝑠𝑠𝑥𝑥 

0 ≤ 𝜃𝜃𝑠𝑠𝑢𝑢𝑠𝑠𝑢𝑢𝑠𝑠𝑙𝑙 ≤ 𝜃𝜃𝑒𝑒𝑢𝑢𝑢𝑢,𝑚𝑚𝑠𝑠𝑥𝑥 

0 ≤ 𝜋𝜋𝜃𝜃 ≤ 𝜋𝜋𝜃𝜃,𝑚𝑚𝑠𝑠𝑥𝑥 

(12) 

 

𝜋𝜋𝑠𝑠𝑢𝑢𝑠𝑠𝑢𝑢𝑠𝑠𝑙𝑙,𝑚𝑚𝑠𝑠𝑥𝑥는 나선형 경로 탐색 속도가 가질 수 있는 최대 속도이다. 

𝜋𝜋𝜃𝜃,𝑚𝑚𝑠𝑠𝑥𝑥 는 𝜃𝜃𝑧𝑧  회전 탐색 속도가 가질 수 있는 최대 속도이다. 

𝜋𝜋𝑠𝑠𝑢𝑢𝑠𝑠𝑢𝑢𝑠𝑠𝑙𝑙,𝑚𝑚𝑠𝑠𝑥𝑥와  𝜋𝜋𝜃𝜃,𝑚𝑚𝑠𝑠𝑥𝑥 는 조립 작업에 사용되는 로봇의 하드웨어 성능, 

조립 부품의 펙과 홀 사이의 마찰력 등에 의하여 정해진다. 

식 (10), 식 (11), 식 (12)를 통하여 탐색 경로 파라미터를 

선택하면 성공 보장 영역과 반드시 교점이 생기는 탐색 경로를 설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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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듀얼 펙인홀 조립 전략 
 

제안하는 듀얼 펙인홀 조립 전략은 3단계로 구분되며 그림 15와 

같이 접근 단계(approach state), 탐색 단계(search state), 삽입 

단계(insert state)가 있다. 첫째로 접근 단계에서 듀얼 펙이 듀얼 홀이 

있는 바닥 면을 향해서 움직인다. 동시에 듀얼 펙은 듀얼 홀이 있는 

바닥 면과 수직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회전하여 𝜃𝜃𝑥𝑥회전 방향(roll) 오차, 

𝜃𝜃𝑥𝑥 회전 방향(pitch) 오차를 최소화한다. 듀얼 펙이 바닥 면과 

접촉했다고 인식되면 접근 단계가 끝나고 탐색 단계를 시작한다. 

탐색 단계에서 듀얼 펙은 3.3장에서 제안하는 탐색 경로를 따라 

움직인다. 이 탐색 경로는 𝑋𝑋𝑌𝑌 평면 상으로는 나선형 경로 탐색이 

구현되고, 𝑍𝑍축 회전 탐색을 구간 반복하여 𝜃𝜃𝑧𝑧  탐색이 구현된다. 그리고 

탐색 경로는 3.3장에서 계산한 성공 보장 조건을 통해 3.2장에서 

제안하는 성공 보장 영역에 반드시 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듀얼 

펙이 듀얼 홀을 탐색했다고 인식되면 탐색 단계가 끝나고 삽입 단계를 

시작한다. 

삽입 단계에서 듀얼 펙은 홀 방향으로 힘을 준다. 듀얼 펙은 성공 

보장 영역에 있는 상태이므로 듀얼 펙의 𝑥𝑥,𝑦𝑦,𝜃𝜃𝑧𝑧 는 듀얼 홀에 조립 

가능한 상태이다. 따라서 듀얼 펙은 듀얼 홀에 삽입되어 듀얼 펙인홀 

조립이 된다. 
 

 
그림 15. 듀얼 펙인홀 조립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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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계는 목표하는 결과를 인식하면 다음 단계가 시작된다. 접근 

단계의 경우 바닥 면과 접촉했다고 인식하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듀얼 펙의 𝑍𝑍축 위치가 일정 시간 

이상 움직이지 않거나 𝑍𝑍축 속도가 지정한 접근 속도보다 작아진다면 

듀얼 펙이 바닥과 접촉했다고 판단하는 방법이다. 둘째는 로봇의 말단 

장치에서 𝑍𝑍축 양의 방향으로 인식되는 힘이 정해진 임계값보다 크다면 

바닥과 접촉했다고 판단하는 방법이다. 

탐색 단계에서 듀얼 펙은 바닥 면과 접촉을 항상 유지하기 위하여 

−𝑍𝑍방향으로 일정한 접촉력을 항상 주고 있다. 그러므로 듀얼 펙이 듀얼 

홀 탐색에 성공했을 때 듀얼 펙 부품은 듀얼 홀 방향으로 움직이고 듀얼 

홀의 옆면과 듀얼 펙은 접촉 상태가 된다. 이에 따라 듀얼 펙이 탐색 

경로를 따라 움직이다가 듀얼 홀을 탐색했다고 인식하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듀얼 펙의 𝑍𝑍축 

위치가 탐색 단계가 시작했을 때의 위치에 비해서 −𝑍𝑍 방향으로 정해진 

임계 값보다 더 움직인 것으로 판단하는 방법이다. 둘째는 로봇의 

말단장치에 걸리는 𝑋𝑋𝑌𝑌평면상의 힘이 정해진 임계 값보다 커지는 것으로 

판단하는 방법이다. 혹은 두 가지 방법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삽입 단계에서는 듀얼 펙이 −𝑍𝑍  방향으로 정해진 임계 값까지 

움직인 것으로 삽입에 성공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부품에 

챔퍼(chamfer)가 있는 경우에는 탐색 단계가 끝났을 때 듀얼 펙의 

상태는 듀얼 홀의 챔퍼에 걸려있는 상태이다. 이때 로봇이 RCC 장치, 

임피던스 제어 등을 통하여 외력에 순응할 수 있다면 −𝑍𝑍 방향으로 주는 

힘으로 듀얼 펙은 챔퍼에서 미끄러짐을 통해 듀얼 홀에 조립된다. 만약 

모터의 마찰 등의 이유로 인해 𝜃𝜃𝑧𝑧 회전 방향에 대해서 순응 동작을 

구현하기 어렵다면, 로봇의 말단 장치에서 인식하는 모멘트 𝑀𝑀𝑧𝑧 를 

이용하여 𝜃𝜃𝑧𝑧 회전 동작의 방향을 정하고 회전한 다음 삽입을 수행할 수 

있다. 또는 챔퍼 영역에서 듀얼 홀 영역으로 탐색 단계를 설계하여 

정확한 듀얼 홀 위치를 재탐색하고 삽입을 수행하는 방법이 있다. 

 

 

 

 

 

 

 



 

 25 

 Ⅳ. 실험 및 검증 
 

이 장에서는 3장에서 제시한 조립 성공 보장 영역을 반드시 지나는 

탐색 궤적과 제안하는 조립 전략을 실험을 통해 검증한다. 실험은 총 

3가지로 구성된다. 원형 듀얼 펙인홀 실험에서는 제안하는 조립 전략이 

다양한 모델의 듀얼 펙인홀에 적용이 가능하며 성공적으로 조립이 되는 

것을 보인다. 사각 듀얼 펙인홀 실험에서는 펙의 모양이 원형이 아닌 

듀얼 펙인홀에 대해서도 제안하는 조립 전략을 적용할 수 있음을 보인다. 

원형 트리플 펙인홀 실험에서는 제안하는 조립 전략이 듀얼 이상의 

멀티플 펙인홀에도 확장 가능한 것을 보인다. 

 

4.1 실험 환경 
 

본 연구에서는 듀얼 펙인홀 조립 전략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조립 실험에는 그림 16과 같이 Franka Emika사의 

7자유도 매니퓰레이터 로봇 Panda로 수행하였다. 이 로봇의 

datasheet는 표 1과 같다. 실험은 펙 사이 길이가 다른 두 개의 듀얼 

펙인홀, 사각 듀얼 펙인홀, 트리플 펙인홀로 진행하였다. 로봇의 

말단장치(end-effect)에 펙 부품을 부착하여 로봇이 조립 부품을 

정확히 파지했다고 가정한다. 

  

 

 
그림 16. 7자유도 매니퓰레이터 로봇 Pa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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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퓰레이터 로봇 Panda 

Degrees of freedom 7 

Payload 3 kg 

F/T Sensing link-side torque sensors in all 7 axes 

Camera No camera 

Weight ~ 17.8 kg 

Interface Ethernet (TCP/IP) 

Control period 1 kHz 
 

표 1. 매니퓰레이터 로봇 Panda datasheet. 

 

매니퓰레이터는 토크 제어로 구동되며 제어기는 식 (13)과 같이 

설계하였다[39].  

 

(20) 

𝜏𝜏 =  𝐽𝐽𝑇𝑇 �𝐹𝐹𝑀𝑀�+𝐺𝐺 

𝐹𝐹 =  𝑘𝑘𝑢𝑢(𝑥𝑥𝑑𝑑 − 𝑥𝑥) + 𝑘𝑘𝑣𝑣(�̇�𝑥𝑑𝑑 − �̇�𝑥) 
𝑀𝑀 =  −𝐾𝐾𝑢𝑢𝛿𝛿Φ−𝐾𝐾𝑣𝑣𝜔𝜔, 𝛿𝛿Φ = 𝐸𝐸𝑢𝑢(𝑅𝑅𝑑𝑑 ,𝑅𝑅𝑐𝑐) 

(13) 

 

이때, 𝜏𝜏 ∈ 𝑅𝑅7×1는 입력 토크, 𝐽𝐽 ∈ 𝑅𝑅6×7은 자코비안, 𝐺𝐺 ∈ 𝑅𝑅7×1는 중력 보상 

벡터이다. 𝐹𝐹 ∈ 𝑅𝑅3×1  는 생성하는 힘, 𝑀𝑀 ∈ 𝑅𝑅3×1는 생성하는 모멘트이고, 

𝑥𝑥𝑑𝑑 ∈ 𝑅𝑅3×1는 목표 위치, 𝑥𝑥 ∈ 𝑅𝑅3×1는 현재 위치, �̇�𝑥𝑑𝑑 ∈ 𝑅𝑅3×1는 목표 속도, 

�̇�𝑥 ∈ 𝑅𝑅3×1는 현재 속도, 𝑘𝑘𝑢𝑢와 𝑘𝑘𝑣𝑣는 위치 제어를 위한 게인(gain), 𝐾𝐾𝑢𝑢 와 

𝐾𝐾𝑣𝑣는 방위 제어를 위한 게인이다. 𝐸𝐸𝑢𝑢(𝐴𝐴,𝐵𝐵)는 회전 행렬 A와 B의 차이를 

계산하는 함수이고, 𝑅𝑅𝑑𝑑 ∈ 𝑅𝑅3×3는 목표 회전 행렬, 𝑅𝑅𝑐𝑐 ∈ 𝑅𝑅3×3는 현재 회전 

행렬이다. 

본 연구에서 설계된 제어기는 외력에 대하여 순응하는 특성을 

가지고 게인 값을 조절하여 순응 정도를 설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게인 값을 크게 할수록 외력에 대하여 순응 정도가 낮아지고, 게인 값을 

작게 할수록 외력에 대하여 순응 정도가 커진다. 순응하는 특성은 조립 

작업에 긍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챔퍼(chamfer)가 있는 부품을 

조립할 때, 홀의 챔퍼에 걸려있는 펙은 접촉에 의하여 홀의 중심 

방향으로 외력을 받는다. 그리고 로봇의 제어기가 외력에 순응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펙 부품의 위치가 홀의 중심 방향으로 움직이는 동작이 

구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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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 실험에서 조립 오차에 해당하는 정량적인 오차를 주기 위하여 

모든 실험은 부품이 조립된 상태로부터 조립 오차만큼 이동한 다음 조립 

전략이 실행되었다. 조립 오차는 실험에서 선정한 오차 최댓값 범위 

안에서 무작위로 주었다.  

본 연구에서 펙과 홀 사이의 조립 오차는 비전 시스템의 홀 위치 

탐색 오차에 의한 것으로 가정한다. 일반적으로 로봇을 이용한 조립 

작업에서 홀 부품은 조립대의 𝑋𝑋𝑌𝑌 평면 상에 고정된다. 그리고 조립 

전략의 접근 단계에서 바닥과 펙 부품의 방향을 수직으로 맞춘다. 

따라서 조립 실험의 탐색 단계에서 𝜃𝜃𝑥𝑥 ,𝜃𝜃𝑦𝑦회전 오차는 무시할 수준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므로 탐색 단계에서는 𝑥𝑥,𝑦𝑦 위치 오차와 𝜃𝜃𝑧𝑧 회전 오차에 

의한 조립 오차만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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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듀얼 펙인홀 실험 
 

실험을 위해 원형 듀얼 펙인홀 부품을 그림 17과 같이 설계하고 

제작했다. 이 부품은 챔퍼(chamfer)가 있으므로 3.2장에서 제안한 성공 

보장 영역을 계산하기 위해 𝑟𝑟𝑃𝑃는 Bottom diameter 값을, 𝑟𝑟𝐻𝐻는 Marginal 

diameter 값을 사용했다.  

 

 
그림 17. 듀얼 펙인홀 실험 부품의 3D 형상. 

 

실험 부품의 성공 보장 영역을 계산하면 그림 18-(a)와 같다. 본 

실험에서 비전 시스템을 통한 홀 인식 값의 오차 최댓값을 식 (14)와 

같이 가정한다. 𝑃𝑃𝑥𝑥𝑦𝑦,𝑒𝑒𝑢𝑢𝑢𝑢,𝑚𝑚𝑠𝑠𝑥𝑥는 𝑋𝑋𝑌𝑌평면상의 위치 오차 최댓값, 𝜃𝜃𝑧𝑧,𝑒𝑒𝑢𝑢𝑢𝑢,𝑚𝑚𝑠𝑠𝑥𝑥는 

𝑍𝑍축 회전 방향 오차 최댓값, 𝑃𝑃𝑧𝑧,𝑒𝑒𝑢𝑢𝑢𝑢는 𝑍𝑍축 위치 오차 값으로 조립 시작 

위치가 바닥 면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이다. 

 

(20) 𝑃𝑃𝑥𝑥𝑦𝑦 ,𝑒𝑒𝑢𝑢𝑢𝑢,𝑚𝑚𝑠𝑠𝑥𝑥 =  10𝑚𝑚𝑚𝑚,𝜃𝜃𝑧𝑧 ,𝑒𝑒𝑢𝑢𝑢𝑢,𝑚𝑚𝑠𝑠𝑥𝑥 =  ±10°,𝑃𝑃𝑧𝑧,𝑒𝑒𝑢𝑢𝑢𝑢 = 25𝑚𝑚𝑚𝑚 (14) 

 

3.3장에서 제안한 조립 보장을 위한 조건에 맞춰 탐색 경로의 

파라미터를 각각 𝑝𝑝𝑝𝑝𝑡𝑡𝑝𝑝ℎ는 1.5𝑚𝑚𝑚𝑚 , 𝜋𝜋𝑠𝑠 는 5.196𝑚𝑚𝑚𝑚/𝑐𝑐 , 𝜃𝜃𝑠𝑠 는 10° , 𝜋𝜋𝜃𝜃 는 

80°/𝑐𝑐로 선택했을 때 탐색 경로는 그림 18-(b)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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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실험 부품의 성공 보장 영역과 탐색 경로. 

 

홀 인식 오차 범위 안에서 임의의 점( 𝑃𝑃𝑥𝑥,𝑒𝑒𝑢𝑢𝑢𝑢 = 5.805𝑚𝑚𝑚𝑚,𝑃𝑃𝑦𝑦,𝑒𝑒𝑢𝑢𝑢𝑢 =
1.267𝑚𝑚𝑚𝑚,𝜃𝜃𝑧𝑧,𝑒𝑒𝑢𝑢𝑢𝑢 = −6.496° )을 선택했을 때 시뮬레이션과 실제 실험의 

탐색 경로를 𝑋𝑋𝑌𝑌평면상에서 보면 그림 19과 같다. 그림 19에서 𝑃𝑃𝑒𝑒𝑒𝑒𝑑𝑑는 

탐색 단계가 끝났을 때의 위치이다. 시뮬레이션의 경우 탐색 시간 

11.12초에 탐색 경로가 조립 성공 영역에 들어갔고, 실제 실험의 경우 

탐색 단계가 시작되고 11.33초에 홀 탐색에 성공하며 삽입 단계가 

시작되어 조립에 성공했다. 이를 통해 실제 실험에서의 탐색 경로가 

제안하는 탐색 경로를 따라 움직이며 시뮬레이션과 매우 유사하게 

탐색을 수행하고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조립에 성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9. (a)시뮬레이션 탐색 경로와 (b)실제 탐색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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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 인식 오차 범위 안에서 조립 시작 위치를 무작위로 주어 50회 

실험했다. 부품은 조립 전략을 따라서 접근 단계, 탐색 단계, 삽입 

단계를 거쳤고 그림 20과 같이 조립에 성공하였다. 실험 결과 50번의 

시도에서 50번 조립에 성공하였다. 

 

 
그림 20. 듀얼 펙인홀(𝐷𝐷𝑃𝑃 = 20𝑚𝑚𝑚𝑚) 조립 과정 스냅샷. 

 

이어서 듀얼 펙인홀의 펙 사이의 거리가 40𝑚𝑚𝑚𝑚인 경우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다. 이 부품은 그림 17의 형상에서 peg distance와 hole 

distance가 20𝑚𝑚𝑚𝑚에서 40𝑚𝑚𝑚𝑚로 수정되어 설계 및 제작되었다. 그리고 

펙 부품에서 bottom diameter가 7.9𝑚𝑚𝑚𝑚로 수정되었다. 실험 부품의 

성공 보장 영역을 계산하고 조립 보장을 위한 조건에 맞춰 탐색 경로를 

위한 파라미터를 각각 𝑝𝑝는 2𝑚𝑚𝑚𝑚 , 𝜋𝜋𝑠𝑠는 6.928𝑚𝑚𝑚𝑚/𝑐𝑐 , 𝜃𝜃𝑠𝑠는 10° , 𝜋𝜋𝜃𝜃 는 

80°/𝑐𝑐로 선택했다. 

홀 인식 오차 범위 안에서 조립 시작 위치를 무작위로 주어 20회 

실험했다. 부품은 3.4장에서 제안하는 조립 전략을 따라서 그림 21과 

같이 조립에 성공하였다. 실험 결과 20번의 시도에서 20번 조립에 

성공하였다. 

 

 
그림 21. 듀얼 펙인홀(𝐷𝐷𝑃𝑃 = 40𝑚𝑚𝑚𝑚) 조립 과정 스냅샷.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조립 전략을 사용하면 듀얼 

펙인홀의 형상과 홀 인식 오차 최댓값에 따라 탐색 경로를 세우고 

조립에 성공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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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사각 듀얼 펙인홀 실험 
 

다음은 듀얼 펙의 모양이 사각형인 경우에 대한 듀얼 펙인홀 조립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사각 듀얼 펙인홀 형상은 그림 22-

(a)와 같다. 이 부품은 그림 17의 형상에서 peg diameter가 9.9𝑚𝑚𝑚𝑚인 

원 모양을 한 변의 길이가 9.9𝑚𝑚𝑚𝑚인 정사각형 모양으로 수정되어 설계 

및 제작되었다. 

사각 듀얼 펙인홀에 대한 성공 보장 영역은 3.2장에서 제안하는 

방법과 같은 과정을 거쳐 계산할 수 있다. 그 결과 실험에 사용된 사각 

듀얼 펙인홀의 성공 보장 영역은 그림 22-(c)와 같다. 이를 통해 사각 

듀얼 펙인홀의 성공 보장 영역은 펙의 모양이 원형인 듀얼 펙인홀의 

성공 보장 영역과 다른 모양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2-

(b)는 사각형 모양을 45° 회전한 사각 듀얼 펙인홀 형상이다. 이 형상에 

대한 성공 보장 영역은 그림 22-(d)와 같다. 이처럼 3.2장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펙의 모양에 상관없이 적용이 가능하며, 펙의 모양에 

따라 다른 성공 보장 영역을 가진다. 

 

 

그림 22. 사각 듀얼 펙인홀의 성공 보장 영역. (a) 사각 듀얼 펙인홀 

형상. (b) 형상(a)에서 사각형 모양을 45° 회전한 사각 듀얼 펙인홀. (c) 

형상(a)에 대한 성공 보장 영역. (d) 형상(b)에 대한 성공 보장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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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c)의 성공 보장 영역에 3.3장에서 제안하는 방법과 같이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여 그림 14-(a)와 같은 형상의 영역을 얻었다. 

그리고 이 영역을 반드시 지나는 조립 보장을 위한 조건에 맞춰 탐색 

경로를 위한 파라미터를 선택했다. 선택한 각 파라미터 값은 𝑝𝑝는 1.5𝑚𝑚𝑚𝑚, 

𝜋𝜋𝑠𝑠는 5.196𝑚𝑚𝑚𝑚/𝑐𝑐, 𝜃𝜃𝑠𝑠는 10°, 𝜋𝜋𝜃𝜃는 80°/𝑐𝑐이다. 

식 (14)와 같은 홀 인식 오차 범위 안에서 조립 시작 위치를 

무작위로 주어 20회 실험했다. 부품은 3.4장에서 제안하는 조립 전략을 

따라서 그림 23과 같이 조립에 성공하였다. 실험 결과 30번의 시도에서 

30번 조립에 성공하였다. 

 

 
그림 23. 사각 듀얼 펙인홀 조립 과정 스냅샷.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조립 전략은 사각 듀얼 펙인홀에 

적용이 가능하며 탐색 경로를 세우고 조립에 성공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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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트리플 펙인홀 실험 
 

다음은 제안하는 전략을 멀티플 펙인홀에 적용이 가능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트리플 펙인홀 조립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 부품은 그림 17의 

형상에서 펙과 홀을 세 개로 만들고 펙 사이의 거리가 20𝑚𝑚𝑚𝑚, 50𝑚𝑚𝑚𝑚로 

수정되어 설계 및 제작되었다. 그리고 펙 부품에서 bottom diameter가 

7.9𝑚𝑚𝑚𝑚로 수정되었다.  

트리플 펙인홀 실험에서는 비전 시스템을 통한 홀 인식 위치 값의 

오차 최댓값을 식 (15)과 같이 가정한다. 

 

(20) 𝑃𝑃𝑥𝑥𝑦𝑦 ,𝑒𝑒𝑢𝑢𝑢𝑢,𝑚𝑚𝑠𝑠𝑥𝑥 =  10𝑚𝑚𝑚𝑚,𝜃𝜃𝑧𝑧 ,𝑒𝑒𝑢𝑢𝑢𝑢,𝑚𝑚𝑠𝑠𝑥𝑥 =  ±5°,𝑃𝑃𝑧𝑧,𝑒𝑒𝑢𝑢𝑢𝑢 = 25𝑚𝑚𝑚𝑚 (15) 

 

이를 고려하여, 조립 보장을 위한 조건에 맞춰 탐색 경로를 위한 

파라미터를 각각 𝑝𝑝는 2𝑚𝑚𝑚𝑚 , 𝜋𝜋𝑠𝑠는 6.928𝑚𝑚𝑚𝑚/𝑐𝑐 , 𝜃𝜃𝑠𝑠는 5° , 𝜋𝜋𝜃𝜃 는 80°/𝑐𝑐로 

선택했다. 

홀 인식 오차 범위 안에서 조립 시작 위치를 무작위로 주어 20회 

실험했다. 부품은 3.4장에서 제안하는 조립 전략을 따라서 그림 24와 

같이 조립에 성공하였다. 실험 결과 20번의 시도에서 20번 조립에 

성공하였다. 

 

 
그림 24. 트리플 펙인홀 조립 과정 스냅샷.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조립 전략은 트리플 펙인홀에 

적용이 가능하며 탐색 경로를 세우고 조립에 성공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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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듀얼 펙인홀 조립 전략을 제안하였다. 로봇을 이용한 

조립 작업은 제품 생산 자동화에 필요한 작업이다. 비전 시스템을 

통하여 듀얼 펙인홀 부품의 듀얼 홀 위치 및 방위를 인식한 값에는 

오차가 있다. 따라서 오차를 극복하고 주어진 값의 주변에 있는 듀얼 

홀을 탐색하여 듀얼 펙을 성공적으로 조립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𝑋𝑋,𝑌𝑌, 𝜃𝜃𝑧𝑧로 이루어진 3차원 조립 형상 공간을 정의했다. 펙과 홀 

사이에는 유격이 존재하므로 듀얼 펙이 듀얼 홀에 조립된 상태에서 

움직일 수 있는 clearance region이 생긴다. 이어서 기하학적 접근을 

통하여 임의의 위치에서 최대 회전각도 공식을 유도하고 듀얼 펙이 듀얼 

홀에 조립될 수 있는 성공 보장 영역을 조립 형상 공간상에 표현했다. 

또한 나선형 경로 탐색과 𝜃𝜃𝑧𝑧 회전 움직임을 조합한 홀 탐색 방법을 

제안했다. 제안한 탐색 방법은 조립 형상 공간상에 탐색 경로로 

표현된다. 탐색 경로가 성공 보장 영역과 겹쳐지면 듀얼 펙인홀 조립이 

성공한다. 조립 시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여 탐색 경로가 성공 보장 

영역을 적어도 한 점이상 겹쳐 지나가도록 기하학적으로 분석했다. 이를 

통해 성공 보장 영역을 지나는 탐색 경로 생성을 위한 파라미터를 정할 

수 있는 성공 보장 조건을 유도했다. 마지막으로 앞서 제안한 탐색 

경로를 사용하여 접근 단계, 탐색 단계, 삽입 단계로 이루어진 듀얼 

펙인홀 조립 전략을 제안했다. 그리고 이 조립 전략이 듀얼 펙인홀을 

성공적으로 조립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이 조립 전략을 

사각 듀얼 펙인홀, 트리플 펙인홀에도 확장하여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제안하는 듀얼 펙인홀 조립 전략은 로봇을 통한 

조립 작업의 자동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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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 A1. 말단장치 브릿지 부품 설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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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2. 펙 중심 거리가 20mm인 듀얼 펙 부품 설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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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3. 홀 중심 거리가 20mm인 듀얼 홀 부품 설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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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4. 펙 중심 거리가 40mm인 듀얼 펙 부품 설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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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5. 홀 중심 거리가 40mm인 듀얼 홀 부품 설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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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6. 펙 중심 거리가 20mm인 사각 듀얼 펙 부품 설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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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7. 홀 중심 거리가 20mm인 사각 듀얼 홀 부품 설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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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8. 트리플 펙 부품 설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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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9. 트리플 홀 부품 설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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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ual Peg-in-Hole Assembly 
Configuration Space Analysis and 

Assembly Strategy 
 

Sang Yup Lee 

Department of Transdisciplinary Studies, Intelligent Systems 

The Graduate School of Convergence Science and Techn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ently, as the necessity of product automation has risen 

worldwide, the use of robots is expanding to assembly tasks. 

Among them, peg-in-hole task is an essential task, which is the 

basis of a wide range of assembly tasks such as furniture, engines 

and bearings. 

The peg-in-hole task is the process of inserting a peg into a 

hole. The peg-in-hole task is divided into single peg-in-hole, dual 

peg-in-hole, multiple peg-in-hole depending on the number of 

pegs and holes, and into circular peg-in-hole, rectangular peg-in-

hole, etc. according to the shape. In general, the peg-in-hole task 

consists of a search step of moving a peg to a hole position in order 

to overcome the uncertainty of hole location data and an insertion 

step of inserting a peg into a hole. In addition, the difference 

between the dual peg-in-hole work and the single cylindrical peg-

in-hole during the peg-in-hole operation is that it must be aligned 

with the dual hole up to the alignment direction of the dual peg in 

the search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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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we present a three-dimensional configuration 

space that guarantees the assembly success in the search step of 

dual peg-hole task. This space is a three-dimensional space 

consisting of the planar position of the dual hole and the alignment 

direction of the dual hole. A dual hole search trajectory is devised 

so that the dual peg passes through the assembly configuration 

space. Also, according to the axial tilt, wavelength, and amplitude 

change of the dual hole search trajectory, the change of the 

expected assembly success rate and the expected average 

assembly time is estimated. The proposed method for dual peg-in-

hole assembly strategy can be applied to various shapes dual peg-

in hole. The proposed dual peg-in-hole assembly configuration 

space was implemented using MATLAB and the performance of the 

assembly strategy was verified through experiments using a 7 

degree-of-freedom torque-controlled manipulator. 

 

Keywords : Dual peg-in-hole, Assembly strategy, Configuration 

space, Search traje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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