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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전류 기반의 토크 제어 로봇은 전통적인 각 관절의 위치 제어 방식과 

달리 관절 구동에 필요한 토크를 제어하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외란이 

발생하여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한 장점이 있어 최근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로봇의 운동방정식에는 토크와 각가속도의 매개변수로서 질량 행렬이 

존재한다. 질량 행렬에는 로봇 개별 링크들의 질량 정보와 함께 관절의 

각도에 따라 변화하는 관성량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토크 제어에 

질량 행렬을 적용하면 전체 시스템을 단일 질량 시스템처럼 취급하는 

제어가 가능한 이점이 있으나, 실물 실험에서는 이론적인 분석 결과보다 

낮은 성능으로 인하여 로봇에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간극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는 실험을 

진행하고자 기구학적 구조, 모터 구동축의 관성 등 여러 물리적 

변수들을 변경할 수 있는 새로운 모듈형 테스트 플랫폼 MOCCA 

(MOdular Configuration Changeable Actuator test platform)를 

제안하였으며 이를 활용한 질량 행렬의 제어 성능에의 영향 분석 실험 

결과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주요어 : 토크 제어 로봇, 액추에이터 테스트 플랫폼, 모듈형 설계,  

         질량 행렬, 토크 센서, 직렬 탄성 액추에이터 

학   번 : 2018-23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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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토크제어 로봇은 예기치 못한 외란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님에 따라 최근 이를 적용한 로봇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위치 기반 제어는 

조인트의 각도 오차를 기반으로 로봇의 각 조인트를 단단하게 유지하는 

반면에, 토크 제어 로봇은 오차에 대한 복원력을 기반으로 하는 위치 

추종이 가능하며[1] 접촉력 조정을 위한 대역폭(bandwidth)가 넓기 

때문에[2,3] 불확실한 외부 환경에서 더욱 유용하다.  

일례로 비평탄 지형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보행하고자 하는 경우 

토크 제어 방식을 적용하면 장애물을 밟아도 쓰러지지 않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 것은 사람이 계단을 오르려 발을 내딛을 때 각 

관절의 각도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다리에 어느 정도 힘을 주어야 

올라설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하는 것과 같다. 다른 예로, 로봇 팔을 

활용한 조립 작업 중 주변의 작업자와의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위치 

기반 제어는 외부 충돌과 관계없이 최대 출력으로 목표 위치로 이동하는 

반면 토크 기반 제어 방식은 충돌 시 외부를 지정된 반력만큼의 힘으로 

밀고 있다가 반력이 사라지면 본래 목표 위치로 이동하게 된다. 이러한 

장점으로 현재 토크 제어와 관련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4] 

다만 이러한 토크 제어 방식의 로봇은 위치 기반 제어 로봇에 

비하여 위치 추종 정밀도가 낮은 것이 큰 단점이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는 관절 탄성, 통신 딜레이, 제어 Bandwidth, 그리고 오차 

누적으로 인한 발산을 막기 위하여 PID(Proportional, Integral, 

Derivative) 제어기에서 적분항(Integral)을 제거한 PD(Propor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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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ivative) 제어기의 적용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 바 있다.[5]. 특히 

많은 경우 편리한 계산을 위하여 로봇과 링크 프레임 사이의 관절은 

강체로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있으나, 앞선 연구를 통하여 감속기의 

탄성이 존재하고 제어기에서의 통신 지연 또한 함께 발생하는 경우 제어 

성능이 크게 저하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6]. 특히 그림 1과 같은 

형태의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보행 동작을 수행하는 경우 한 발은 지면에 

지지하고 다른 발은 공중에서 앞으로 이동중인 상태와 같이 특정 관절에 

과도한 부하가 작용하는 순간에 관절 탄성 변화로 인한 위치 추종 

오차가 더욱 크게 발생하여 전체 시스템이 불안정해지기 쉽다.[7-10]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관성 

질량 변화가 관절의 탄성을 포함한 시스템의 제어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실험으로 증명하는 과정을 제시하였다. 또한 실험을 위하여 

물리적 특성을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는 테스트 플랫폼을 제작하였다. 

 

 
 

그림 1. 휴머노이드의 발목 관절과 다관절로봇의 첫번째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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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내용 

 

토크 기반 제어를 수행함에 있어 위치 추종 성능이 낮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관절의 모터의 회전 관성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제안되었다[11]. 일반적으로 모터의 회전 관성이 증가하는 경우 

시스템의 응답 특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로봇 하드웨어의 설계 시 회전 

관성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모터의 회전자를 최대한 경량으로 설계한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주파수 응답 분석에서의 이득 여유(gain margin)의 

감소로 이어져 제어 이득(control gain)의 상승을 억제한다. 안정 상태 

오차(steady-state error)는 제어 이득이 높을수록 작기 때문에 시스템 

전체의 제어 입력 추종 성능 증가를 위해서는 이득 여유를 증가시켜야 

한다. 만약 시스템의 응답성보다 위치 추종 오차에 주안점을 두는 경우 

반대로 회전자에 플라이 휠(fly-wheel) 형태의 더미 디스크를 추가 

설치하여 모터의 회전 관성 질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가정에 대한 증명 실험은 본 논문의 제 3장에서 다루었다. 

다자유도 시스템에서 강체 동역학 기반 제어를 수행하는 경우 제어 

입력에 질량 행렬(mass matrix)로 칭해지는 인자를 반영하게 된다. 

이는 각 링크의 질량과 역학적 결합 구조를 바탕으로 결정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절에 탄성이 존재하는 경우 시스템은 강체 

동역학 기반 분석과는 다른 움직임을 보인다. 일례로 관절을 무한히 

유연한 탄성체로 가정하는 경우 모터의 회전은 부하 측 링크 프레임과는 

별개로 회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때 질량 행렬으로서 제어기에 

반영되는 질량 정보는 강체 동역학에서 얻은 것과는 다를 것이다. 

실제로는 감속기의 탄성이 반영되므로 두 경우의 중간 정도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을 증명하기 위한 실험은 본 논문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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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에서 다루었다.  

실험을 위하여 필요한 테스트 환경의 조건은 하기와 같다. 첫째, 

모터 회전 관성, 즉 로터 이너시아의 변경이 원활해야할 것. 둘째, 전체 

시스템의 회전 관성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더미 매스의 부착이 가능할 

것. 셋째, 관절의 정역학적 결합 구조 변경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구조 변경이 자유로울 것. 넷째, 분해 조립 및 기능 추가가 

모듈형태로 개발하여 추후 기타 연구에 용이하도록 제작할 것. 상기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기성 로봇 대신 그림 2와 같은 테스트 

플랫폼의 개발을 진행하였다.[12] 본 논문의 제 2장에서는 본 테스트 

플랫폼의 개발 과정과 내부 구조를 보다 상세히 다루었다. 

 

 

 
 

그림2. 개발 완료된 가변 모듈형 테스트 플랫폼 하드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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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테스트 플랫폼의 구조 및 구성 요소 

 

제 1 절 테스트 플랫폼 개요 

 

토크 기반 로봇 제어 알고리즘 개발 및 테스트에 있어, 피드백 제어 

입력(control input)에는 각 링크의 정역학 및 동역학적 상태가 

반영되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로봇에서 테스트를 진행하면 다른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상용 로봇의 경우 각 형태 및 

제조사에 따라 특화된 구조를 가지기에 객관적인 비교가 어렵다. 또한 

D-H (Denavit - Hartenberg) parameter로 표현되는 정역학적 형태가 

특정되어 있으며 각 부품은 제품에 맞게 최적화되어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모터 회전 관성의 변경과 같이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추가 센서를 부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새로운 테스트 플랫폼의 개발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동일한 모듈을 공유하는 1자유도의 개별 링크를 연결함으로서 

향후 진행하는 실험에 있어 통제 변인과 조작 변인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하고자 하였다. 모듈형 구조의 특성을 따라 본 테스트 플랫폼은 

MOCCA(MOdular Configuration Changeable Actuator)로 명명하였다. 

MOCCA는 독립적 기능을 가진 다양한 모듈들의 조합을 통하여, 

여러 로봇 형태의 제어 성능 및 제어 알고리즘을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 플랫폼의 구현을 목표로 설계되었다. 그림 3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크게 액추에이터 모듈(Actuator Module), 링크 프레임 모듈 (Re-

Configurable Link Frame), 조인트 모듈 (Joint Module)로 

구성되어있다. 액추에이터 모듈은 토크를 발생시키는 모터와 토크의 

증폭을 위한 감속기, 그리고 회전자(rotor)의 현재 위치를 측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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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엔코더를 포함하고 있다. 링크 프레임 모듈은 분리가 가능한 

직육면체 프레임 1개와 정육면체 프레임 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프레임 간 결합 방향을 90도 간격으로 회전하여 조립이 가능함에 따라 

각 관절의 정역학적 결합 구조를 변경할 수 있다. 조인트 모듈은 이전 

링크 프레임과 현재 프레임 사이에 위치함으로서 동력의 전달부로 

기능한다. 조인트 모듈로서 SEA(Serial Elastic Module) 모듈 또는 

조인트 토크 센서(joint torque sensor) 모듈을 설치하여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하 링크(link)는 상기 3개 모듈을 포함한 

1자유도 로봇의 명칭으로서 링크 프레임과 구분하여 표기한다. 각 

링크는 개별 구동이 가능하며, 링크 간 조립 방향을 변경하여 수직 

다관절 로봇 등 다양한 형태로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림3. 테스트 플랫폼의 모듈 구성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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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추에이터 모듈의 가장 큰 특징은 회전자의 회전 관성(이하 모터 

관성)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이다. 로봇 시스템에서 부하 대 

모터 회전 관성비(이하 관성비)는 대부분의 경우 부하의 회전 관성이 

모터의 회전 관성보다 적게는 수 배에서 많게는 수십 배까지 크게 

발생한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의 경우 보행 중 한 발 지지 자세에서 

관성비가 순간적으로 수백 배까지 이르게 되며 이는 곧 제어 

불안정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많은 실험을 통하여 최적화가 필요하다. 

로봇 관절을 크게 모터와 그 부하의 관점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부하의 동적 특성은 그림 4의 schematic diagram에 𝐽 으로 표기된 바와 

같이 부하 끝에 무게 추를 부착하여 간단히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 의도적으로 로봇의 자체 하중을 높이고자 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모터의 로터 회전관성 𝐽 을 조정하게 된다.[b,c] 

회전관성은 감속기의 감속비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로터의 감속기 

이전 고속 회전 영역에 dummy inertia disk 부착이 가능해야 한다. 본 

액추에이터 모듈에서는 회전축을 모터 케이싱 외부로 연장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축 간 케이블 커넥터를 분리한 후 이탈방지 너트 2개를 

분리하면 쉽게 inertia disk를 추가하거나 덜어낼 수 있다. 

 

 

 
 

그림 4. 액추에이터 모듈의 기본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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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액추에이터 모듈에는 그림 4에 표기된 바와 같이 로터 측과 

부하 측에 엔코더를 개별적으로 설치하여 두 채널에서 동시에 위치 값을 

취득할 수 있다.  실제 로봇 실험 시 많은 경우 감속기의 탄성 변형으로 

인하여 두 값이 일치하지 않는데, 이러한 오차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15] 

액추에이터 모듈에는 조인트 모듈을 연결하여 다양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조인트 모듈의 적용 예로 그림 5에 토크 센서를 적용한 

구성도를 도시하였다. 전류 기반 토크 제어 시 조인트에 토크 센서가 

없을 경우 토크 전류 목표 값을 출력한 이후에 실제로 정확한 토크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 그러나 많은 경우 비용 또는 구조적 

제약으로 인하여 용도에 따라 필수적인 경우에만 토크센서를 설치한다.  

본 토크센서 모듈은 센서를 손쉽게 탈 ∙ 부착할 수 있어 필요 시에만 

설치하거나, 혹은 고가 센서로 튜닝 작업 이후 저가 토크 센서를 적용한 

 

 

 
 

그림 5. 액추에이터 모듈과 토크센서 모듈 조합 구성도 

 
 

그림 6. 액추에이터 모듈과 SEA 모듈 조합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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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로 대체하여 모든 축에 설치할 수 있다. 

또다른 조인트 모듈의 예시로 그림 6와 같이 SEA (Series Elastic 

Actuator) 모듈의 구성도를 도시하였다. 모터와 부하 사이에 여유 

회전각과 스프링의 유연성을 부여하여 로봇의 충돌 등 돌발적 상황에 

있어 충돌 대상과 로봇 스스로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으며, 본 모듈 

또한 탈 ∙ 부착이 용이하다. 관절 탄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내부에 

삽입된 스프링의 개수를 조정하거나, 탄성 계수가 다른 스프링을 

삽입함으로써 반영이 가능하다. 본 SEA 조인트 모듈의 상세 구조는 제 

2장, 제 3절에 기록하였다. 

마지막으로 액추에이터 및 조인트 모듈을 설치할 수 있는 링크 

모듈을 제안하였다. 필요에 따라 링크 내부에 각 모듈의 조립 방향을 

수직, 수평 방향으로 변경하여 설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링크 

간의 결합 또한 90도 단위로 회전하여 체결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기구학적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다. 

모든 모듈 및 구성 요소품들의 설계는 실험 환경을 다양하게 변경할 

수 있으면서도 향후 유지 보수가 용이하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하여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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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액추에이터 모듈 

 

모듈화된 각각의 링크를 독립적인 1 자유도 로봇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추어, 액추에이터 모듈은 중심을 관통하는 중공 및 

비회전 케이블 보호관을 포함한 형태로 설계하였으며 구성 요소품 또한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여 표 1과 같이 선정하였다. BLDC모터, 감속기, 

엔코더로 구성된 기본 구조는 많은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유사한 

형태이나, 필요에 따라 모터의 로터 샤프트에 추가적 요소의 탈부착이 

용이하도록 설계 단계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하였다. 

BLDC 모터는 정격 500W급의 Parker Hannifin Corp. 의 제품을 

선정하였으며 감속기는 Harmonic Drive LLC. 의 중공형 100:1 감속비 

모델, 엔코더는 RLS d.o.o. 에서 출시한 마그네틱 엔코더를 사용하였다. 

마그네틱 엔코더는 중공형 설계가 용이하며 먼지 또는 작은 스크래치와 

같은 외부 요소의 영향에 강인하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엔코더 형태로 

판단하였다. 감속기 이전 회전축에 11-bit incremental encoder 

(76pole, 115,646 cnt/rev), 토크 출력부에 19-bit absolute encoder 

(524,288 cnt/rev)를 설치하여 시험 필요에 따라 복합적으로, 혹은 

단일 채널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향후 두 엔코더 값의 비교를 

통하여 감속기 등 조인트 연결부 실질 stiffness 를 측정하는 시험 또한 

분 류 제 조 사 제 품 명 

BLDC 모터 Parker Hannifin Corp. K089050-7D1 

감속기 Harmonic Drive LLC. SHD-20-100-2SH 

엔코더 Reader RLS d.o.o. RLC2ICA11BK00A00 

엔코더 Ring RLS d.o.o. MR047B040A076B00 

엔코더 Reader RLS d.o.o. MB080DCC19BDNA00 

엔코더 Ring RLS d.o.o. MRA080BC055DSE00 

표 1. 액추에이터 모듈 구성 요소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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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될 예정이다. 

액추에이터 모듈의 내부 구조를 그림 7에 도시하였다. 그림에 

백색으로 표기된 모터 프레임을 기준으로 상단, 중앙부, 하단으로 크게 

3개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중앙부의 rotor shaft는 중앙부 외곽 

stator winding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 회전 토크를 발생시킨다. 

Rotor shaft는 위로는 incremental encoder로 연결되어있으며, 

아래로는 Harmonic Drive 감속기로 연결되어 있다. 상단 incremental 

encoder는 입력단 엔코더, 혹은 내부 엔코더로 불리며 작동 필요에 

따라 약 3000rpm(revolution per minute)에서 5000rpm에 이르는 

회전자(rotor)의 각도 위치를 측정한다. 하단 Harmonic Drive는 

Harmonic Drive LLC.의 제품으로써 토크를 감속비만큼 증폭하는 대신 

출력 속도는 감속비만큼 감속하여 약 30rpm에서 50rpm으로 이전 혹은 

이후 링크 프레임과 연결된다. 출력부 프레임에는 출력단 엔코더, 혹은 

외부 엔코더로 불리는 absolute encoder가 부착되어 감속된 출력부의 

각도 위치를 측정한다. Cable guide는 액추에이터 모듈을 관통하는 

케이블을 보호한다. 

 

 
 

그림 7. 액추에이터 모듈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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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 로터 샤프트 최상단의 incremental encoder ring이 설치된 

프레임에는 그림 8과 같이 회전축을 연장할 수 있는 연결부를 

설계하였다. 모터 고정자(stator)를 보호하는 케이스를 분해하지 않고도 

상단에 브레이크, 댐퍼 또는 추가 관성 질량 부착 등과 같이 다양한 

부가 실험 모듈을 덧붙여 설치할 수 있다. 

 
 

그림 8. 액추에이터 모듈에서 상단 커버를 제거한 형태 

 

 
 

그림 9. 액추에이터 모듈에 dummy inertia disk를 부착한 형태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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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그림 9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dummy inertia disk를 추가로 

부착할 수 있다. 상기 disk는 STS303 소재로써 각각 직경 75.5mm, 

두께 2mm, I  = 0.4998×10-4 kg∙m2 의 작은 disk와 직경 90.0mm, 

두께 2mm, I  = 1.003×10-4 kg∙m2 의 큰 disk와 같은 2종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해당 액추에이터 모듈에는 최대 5장의 disk를 

설치하여 rotor inertia를 최대 약 6.4×10-4 kg∙m2에 이르기까지 

변경할 수 있으며, 이는 그림 10과 같이 제2, 3축을 고정하여 제1축의 

부하-로터 관성비를 시험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하였다. 표기된 Z축 

기준으로 load inertia I ,  = 6.395 kg∙m2이며, 초기 rotor inertia 

I ,  = 1.4218×10-4 kg∙m2 이다. 감속비 η  = 100 을 반영하면 

부하 대 모터 관성비는 약 4.5:1이며, Inertia disk를 최대로 삽입하는 

경우 1:1 비율에 근접하게 된다. 

 

 

 

 
 

그림 10. 부하-모터 관성비 실험을 위한 1자유도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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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추에이터 모듈은 그림 11에 나타낸 바와 같이 기본 형태 위에 

다양한 추가 기능을 설치할 수 있다. 브레이크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그림에 나타낸 설계 예시와 같이 솔레노이드 형태의 브레이크를 상단에 

쉽게 설치할 수 있다. 회전자 관성을 변경하는 시험 환경이 필요한 경우 

모든 액추에이터를 그림 11의 가장 우측과 같이 변경 설치할 수 있다. 

감속기 또한 다양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기본 모듈은 Harmonic 

Drive를 기반으로 설계하였으나, 유성기어와 싸이클로이드 감속기 또한 

적용할 수 있도록 모터 케이스 결합부를 통일하였다.  

 

 

 
 

그림 11. 액추에이터 모듈 기능 추가를 위한 개조 예시 

 
 

그림 12. 액추에이터 모듈의 감속기 변경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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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조인트 모듈 

일반적으로 모터의 출력축을 다음 링크에 외팔보 형식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우에는 감속기 자체의 모멘트 강성에 의존하도록 설계하거나, 

혹은 모멘트 직접 부하를 저감하기 위하여 말굽 형태의 보강 프레임에 

회전축과 평행한 보조 베어링을 삽입하여 부하를 분산시키는 방법을 

취한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감속기의 형번을 키워 부피, 무게와 제작 

비용의 증가를 감수해야 하는 제약이 따르며, 후자의 경우 축의 회전 시 

두 프레임이 완전히 겹쳐지지 않기 때문에 특정한 어플리케이션에만 

활용이 가능하다. 

조인트 모듈의 액추에이터 연결부는 상기 두 경우의 단점을 모두 

보완하는 방식으로써, 그림 13에 도시된 형태와 같이 출력 축과 이전 

링크 사이에 THK CO., LTD.의 CRB (Cross Roller Bearing) 를 

삽입하였다. 그 결과 감속기가 견뎌야하는 부하는 크게 감소하였으며, 

감속기의 출력축은 전 단계 링크에 동력 전달 모듈을 별도로 조립하지 

않는 한 후속 링크와 완전히 독립적으로 회전하는 효과를 얻는다. 

 

 

 
 

그림 13. 링크 간 자유 회전이 가능한 가조립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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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트 모듈으로는 그림 14과 같이 단순한 형태의 프레임으로 모터 

출력축과 링크를 연결하여 동력만을 전달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하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설치 공간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토크 센서 등 

센싱 모듈 설치, 또는 스프링 모듈의 부착을 통한 SEA (Serial Elastic 

Actuator)로의 개조, 또는 벨트-풀리 power transmission 시험 장치 

등 다양한 보조 시험 장치의 부착 또한 가능하다.  

 

 

 

 
 

그림 14. 링크 간 동력 전달이 가능한 조립 상태 

 
 

그림 15. 조인트 토크 센서 모듈을 조립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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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에서는 조인트에 부착할 수 있는 토크 센서 모듈의 사례를 

도시하였다. 예시에서 사용된 토크 센서는 기준 축의 회전 방향 단일 

성분 토크의 측정에 특화된 제품으로써 Kistler Instrument Corp.의 

9369A 모델을 사용하였다. -130 pC/N∙m의 감도로 최대 ±200 

N∙m까지 측정이 가능하며, 비록 자체 하중이 800 g으로 상당하지만 

reference sensor로서 최적의 성능을 지닌다. 예시의 토크 센서뿐만 

아니라 직경 90mm, 높이 85mm 이내의 다른 제품으로 교환 설치 또한 

용이하다. 비용, 무게, 부피 등 다양한 이유로 토크 센서의 사용 유무가 

변경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품 교환이 용이하도록 구성하였다. 

 
 

그림 16. 조인트 토크 센서 모듈을 조립한 상태 

 
 

그림 17. 조인트 토크 센서 모듈을 조립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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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에서는 조인트에 부착할 수 있는 SEA 모듈의 설계 결과를 

도시하였다. 직경 8 mm, 길이 12 mm의 스프링을 최대 8개까지 삽입할 

수 있으며 그림 17과 같이 측면 프레임을 분리하여 스프링의 개수 또는 

강성을 변경할 수 있다. 일반적인 태엽 스프링 SEA 모듈과 달리 강성 

변경에 초점을 두고 개발한 모듈로서 최대 가동 범위는 ±10도로 

제한된다. SEA 모듈 하단에는 incremental encoder를 추가 설치하여, 

조인트의 탄성에 의해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위치 오차를 측정 가능하며 

이를 피드백 제어 변수로서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앞서 제시한 조인트 토크 센서, SEA 모듈뿐만 아니라 공간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다양한 조인트 모듈을 개발하여 부착할 수 있다. 

주로 관절 강성을 변화시키는 모듈로서 모터로 구동되는 Active SEA 

모듈을 개발하거나, 기어, 풀리 및 벨트를 활용하여 각 요소품이 관절 

강성 및 제어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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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링크 모듈 

MOCCA는 기본적으로 액추에이터 모듈과 2-piece 링크 

(430×135×135mm)로 구성된 동일한 모듈 3개를 연결한 형태로서, 

그림 18과 같이 직육면체 형태 main frame에 정육면체 형태 sub 

frame의 방향을 ±90도, 혹은 180도 회전 결합하여 다양한 

configuration으로 변형이 가능하다. main frame에는 그림 19와 같이 

액추에이터 모듈, 혹은 조인트 모듈을 세우거나 눕히는 두 방향으로 

결합할 수 있다. 

 

 

 

 

  
 

그림 18. 링크 main frame과 sub frame의 회전 결합 

  
 

그림 19. 액추에이터 모듈 축 설치 방향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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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직 방향 또는 

시계방향 회전 결합 

지면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 회전 결합 

Z-Z 

  

Z-Z’ 

  

Z-Y 

  

Z-Y’ 

 

 

Z-X 

 

N/A 

Z-X’ 

 

N/A 

표 2. 2개의 모듈을 활용한 Configuration 조합 방향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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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에는 전∙후 링크의 연결 시 선택 가능한 조합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R-R-R manipulator로서 총 200종 (2×10×10, 첫 

링크는 수평/수직 방향으로 설치, 이후 표 2에 도시된 조합 중 선택)의 

구성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또한 링크가 조립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전∙후 링크 고정 클램프를 조립하여 쉽게 자유도를 낮출 수 있다. 또한 

현재의 수요에 따라 3개의 모듈을 제작한 후 표 3과 같은 3 DOF 

구성으로 제시하였으나 2 DOF + 1 DOF로도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다.  

링크 프레임은 하드웨어 개발에 익숙하지 않은 연구자도 쉽게 

configuration을 바꾸고 유지보수 할 수 있도록 그 형태의 단순함을 

핵심 설계 방향으로 두었다. 알루미늄 잉곳(ingot)의 내부 공간을 절삭 

가공하여 볼트 결합을 최대한 배제하고 uni-body 형식을 취함에 따라 

설계 강성 CAE 해석 결과의 정합성을 보장할 수 있다. 모든 축을 

일렬로 뻗은 최대 부하 자세에서 dummy mass 20 kg를 얹은 경우에도 

최대 발생 응력이 약 30 MPa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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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제어 시스템 및 전장 구조 

제어 시스템은 그림 20에 표기된 바와 같이 EtherCAT 통신을 

기반으로 Ubuntu PC와 Elmo社의 Gold Solo Whistle 제어기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PC는 Ubuntu 16.04를 기반으로 real 

time 구현을 위하여 Xenomai Kernel을 사용하였다. 구동 전원 

공급원으로는 MeanWell社의 24V, 48V SMPS (Switching Mode Power 

Supply)를 사용하였다. 

실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에러가 발생하여 고속 구동 

중 긴급 정지 (emergency-stop)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모터에서 회전자의 역회전으로 인하여 발전기와 같은 원리로 발생하는 

역기전력이 도선을 타고 역류하여 SMPS와 같은 전원 공급 장치의 저항 

또는 캐패시터를 파손시킬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원 

공급단에 회생 다이오드(freewheel diode) 회로를 설치하였다. 본 

회로는 정방향일때는 전류를 통과시키지만 역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경우 

전기 에너지를 내부에서 열로 발산시켜 전원 공급장치를 보호한다. 

 

  
 

그림 20. 전장 구조도 및 제어 시스템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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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모터 회전자 및 로봇 질량 변경 실험 

 

제 1 절 이론적 배경 및 실험 목적 

 

일반적인 BLDC모터(Brush-Less Direct Current Motor)는 그림 

21에 나타낸 구조 모식도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모터 외곽부를 둘러 

권선이 여러 차례 감긴 도넛 형태의 고정자(stator)와, 모터 중심부에서 

회전하는 자석인 회전자(rotor)로 구성되어있다. 본 테스트 플랫폼에 

사용된 모터의 회전자에는 6쌍의 pole pair, 도합 12개의 자석이 N극과 

S극을 번갈아 설치되어있으며 고정자의 권선에 적절한 시간 간격으로 

전류를 흘려줌으로서 회전자가 역기전력을 받아 회전하게 된다. 

고정자와 회전자는 구조적 필요에 따라 각각 구동 또는 피동 링크 

프레임에 연결되어 서로 회전하는 상대 운동을 만든다. 이 때 만약 

회전자의 회전축을 기준으로 하는 회전 관성이 작다면 정지 상태로부터 

목표하는 회전 토크까지 쉽게 도달할 수 있으나, 회전 관성(Rotational 

Inertia)이 크다면 멈추어 있던 기존 상태를 변화시키는 데에 상당히 더  

 

 
 

그림 21. BLDC 모터의 구조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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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기회 비용(trade-off)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기회 비용의 

구체적인 사례로서 전력 소모, 제어 시 안정 상태에 도달하기까지의 

시간 증가 등이 있다. 회전자의 회전 관성은 여러 쌍의 자석뿐만 아니라 

동력을 전달하기 위한 구동축의 관성 또한 모두 포함하게 된다. 이러한 

사유로 일반적인 구동부의 설계에 있어서는 회전자에 더하여 회전축 

전체의 질량을 가볍고 회전축에 가깝게 분포시켜 회전 관성을 최소화 

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왔다. 그러나 본 실험에서는 후술할 주파수 응답 

분석 결과에 의거하여 이득 여유 확대의 측면에서 회전축의 회전 관성을 

일정 비율까지 증가시켜 비교하고자 한다. 

모터의 중심에서 고속으로 회전하는 회전자의 회전 관성은 실제 

운동으로 표현되는 링크 프레임 및 시스템 부하의 회전 관성에 비하여 

매우 작다. 그러나 많은 경우 회전자의 회전관성은 회전자와 링크 

사이에 삽입된 감속기에 의하여 감속비의 제곱에 비례하여 크게 

증폭되며 제어 성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감속기란 문자 그대로 모터 회전에 있어 감속의 기능을 가진다. 

직결 모터(direct-drive motor)를 제외한 대부분의 모터는 직접 링크 

프레임을 회전 시키기에는 매우 부족한 토크를 가지지만, 회전 속도는 

분당 수천 회에 달한다. 반면 실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것은 강력한 

토크이며, 일반적으로 회전 속도는 분당 수 회 또는 수십 회 정도면 

충분하다. 감속기의 종류에는 하모닉 기어[16], 싸이클로이드 기어[17], 

유성 기어[18] 등 다양한 방식이 있으나, 근본적인 원리는 지렛대의 

원리와 유사하여 토크를 증폭시킨 만큼 회전 속도는 감소하게 된다. 본 

테스트 플랫폼에서는 100:1 감속비의 하모닉 기어를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 정격 출력 토크는 100배, 출력 회전수는 1/100배로 나타난다. 

로터의 회전 관성은 이러한 감속기를 거치며 감속비의 제곱으로 

발현되며 이를 질량 반영 관성(mass reflected inertia)이라고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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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안정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일반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분석 

방법으로 개루프 전달함수(open loop transfer function)의 주파수 응답 

분석이 있다. 주파수 입력 변화에 따른 출력 신호의 진폭 변화와 phase 

응답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가 Bode plot이다. 이 때 출력 phase가 

180도 반전되고 magnitude가 0 이상이면 시스템이 발산하기 때문에, 

출력 phase가 -180도 일 때 magnitude가 0이 되는 시점까지 

이득(gain) 상승 여력이 있는 구간을 이득 여유(gain margin)이라 한다. 

 모터가 링크와 직결되어 있을 경우 magnitude와 phase 모두 

완만한 하향 곡선을 그린다. 그러나 감속기의 탄성이 존재하는 경우 

입력 신호 주기가 느리면 부하의 움직임을 따라가고, 입력 신호 주기가 

빠르면 모터 회전자의 움직임이 감속기를 넘어 전달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관절 탄성이 존재하는 시스템의 경우 Bode plot에 

두 번의 첨점 구간이 발생한다. 그림 22는 모터 회전 관성을 

증가시켰을 때 관절 탄성이 있는 시스템의 응답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Motor inertia를 증가시키는 경우 고주파 영역에서 magnitude 곡선이 

하강하여 gain margin이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회전자 회전 관성이 증가하면 제어 이득을 더 높일 수 있고, 그에 따라 

위치 추종 오차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그림 22. 관절 탄성을 반영한 개루프 전달함수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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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실험 개요 

 

회전자의 물리적 회전관성 변화에 따른 제어 응답 특성을 알아내기 

위한 실험 계획을 수립하였다. 

하드웨어적 실험 조건은 다음과 같다. 테스트 플랫폼의 각 축을 

고정하여 그림 10과 같이 1자유도로 변경하였으며, 중력의 영향을 

억제하고자 수평 방향으로 설치하였다. 수직 방향의 하중 및 하중 

변화는 회전축에 설치된 크로스 롤러 베어링에서 지지하므로 무시할 수 

있을만큼 작다고 간주하였다. 앞서 2장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제1 

구동축은 입력단에서의 회전 관성이 1×10-4 kg∙m2 인 디스크를 최대 

5개 삽입하여 회전자의 회전관성을 변경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1자유도 링크 프레임의 끝에는 원형의 더미 매스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지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샤프트를 설치하였다. 

시스템 발산 직전의 최대 제어 이득 및 최소 오차 측정을 위하여 

계단 응답 시험(step response)을 수행하였다. 시스템 응답을 가장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실험 방법이지만, 1자유도 실험 환경의 총 

질량이 46kg에 달하기 때문에 과도한 목표 각도를 입력하면 감속기에 

무리한 부하가 가해질 뿐만 아니라 실험자가 위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목표 각도를 0.05 라디안, degree로는 약 3도 정도로 임의 결정하여 

진행하였다. 직관적으로 각각의 rising time을 통하여 시스템의 반응성을, 

steady-state error를 통하여 최종 위치 오차를 판단할 수 있다. 

제어기로는 목표 각도와 현재 각도의 차이를 제어 대상으로 하는 

전류 기반 토크제어로서, 입력 토크는 아래와 같다. 

 

𝜏 = 𝑘 (𝑞 − 𝑞) − 𝑘 (𝑞 ̇ −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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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 제어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PD 제어기를 적용하였으며, 

비례 이득 𝑘 와 미분 이득 𝑘 의 관계는 다양한 튜닝 방법이 있으나 

실험의 편의를 위한 튜닝 매개변수로서 고유 진동수 (natural frequen-

cy)를 적용하였다. 두 매개변수의 관계는 아래와 같다. 

 

𝑘 =  𝜔  … (2) 

𝑘 =  2𝜉𝜔  … (3) 

 

로봇 시스템에 하드웨어 단계에서 내재된 damping을 고려하여 

damping ratio 𝜉 는 0.5를 사용하였다. 시스템의 최대 제어 이득은 

natural frequency를 1씩 증가시키며 error band가 steady-state의 

±1%를 벗어나는 경우를 진동 또는 진동 발산으로 판단하여 직전 정상 

이득에서의 에러를 기록하였다. 

 

 
 

그림 23. Steady-state error 및 error 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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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하드웨어 구성 

본 실험에 사용되는 테스트 플랫폼 각 요소의 회전 관성은 아래 표 

3 및 표 4와 같이 나타난다.  

Inertia disk 미삽입 삽입 (5장 추가) 

3D model 

  

Rotor inertia 1.4497×10-4 kg∙m2 6.5519×10-4 kg∙m2 

Reducer ratio 100 : 1 100 : 1 

Reflected inertia 1.4497 kg∙m2 6.5519 kg∙m2 

표 3. 1자유도 실험에 사용된 액추에이터 모듈의 회전 관성 

 

Dummy Mass 미삽입 삽입 (20kg 추가) 

3D Model 

  

Load inertia 2.3602 kg∙m2 4.7472 kg∙m2 

Total mass 26.47 kg 46.47 kg 

표 4. 1자유도 실험에 사용된 부하의 회전 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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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실험 케이스는 표 5와 같이 총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분류 3D 모델 Inertia Ratio 

실험 1 

 

1.62 : 1 

실험 2 

 

0.36 : 1 

실험 3 

 

3.25 : 1 

실험 4 

 

0.72 : 1 

표 5. 1자유도 실험을 위한 하드웨어 구성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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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케이스는 각각 제 1축의 rotor inertia를 최소 및 최대로 

변경하는 2가지, 그리고 링크 프레임 끝에 더미 매스를 모두 빼거나 

더하는 2가지의 경우를 조합하였다. 

실험 1과 실험 2를 비교하고, 실험 3과 실험 4를 비교하면 각각 

로드, 즉 로봇팔은 동일하고, 모터 회전축에 베이지색으로 회전 관성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비교 실험을 통하여 부하 관성은 

일정하고, 모터 관성이 변화할 때 최대 제어 이득 및 최소 오차 성능을 

비교할 수 있다. 

실험 1과 3을 비교하고, 2와 4을 비교하면 각각 모터는 동일하고, 

부하 관성만 두배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하여 

모터 관성은 일정하고, 부하 관성이 변화할 때 최대 제어 이득 및 최소 

오차 성능을 비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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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실험 결과 

실험 결과는 표 6, 표 7과 같다. 표에서 가로 축으로는 각 실험을 

나열하였고, 세로 축으로는 각 조인트 최대 제어 이득에서의 최소 오차 

크기와 오름차순 순위를 나타내었다. 실험 1과 2의 비교에서는 모터의 

회전관성 증가를 통하여 오차가 약 1/30 으로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Rising time은 증가하여 초기 반응이 느려지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실험의 최소 오차 변화 추이는 표 7 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동일한 제어 이득에서의 비교에서도 동일한 추세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실험명 실험 1 실험 2 실험 3 실험 4 

Max. natural freq 165 160 160 175 

J1 

Steady-state 

error 

2.6493 

×10-5 

8.5694 

×10-7 

5.6066 

×10-4 

1.3712 

×10-4 

Rank 

(Ascending) 
2nd 1st 4th 3rd 

표 6. 1자유도 실험 결과 : 최대 이득 및 최소 오차 비교 

 

실험명 실험 1 실험 2 실험 3 실험 4 

Max. natural freq 160 

J1 

Steady-state 

error 

2.4902 

×10-5 

8.5694 

×10-7 

5.6606 

×10-5 

5.2004 

×10-5 

Rank 

(Ascending) 
2nd 1st 4th 3rd 

표 7. 1자유도 실험 결과 : 동일 이득에서의 오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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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은 초기 5초간 초기 정렬, 5초간 step input 인가, 그리고 5초간 

재정렬의 총 15초 주기로 튜닝 매개변수인 고유진동수를 1 rad/s 

간격으로 증가시키며 진행하였다. 그림 24에서 그럼 27은 실험 

결과로써, 가로 축은 고유진동수의 증가에 따른 시스템 응답 결과를 

발산 직전까지 나열하였으며 세로 축은 목표 각도이다. 그림 24의 

경우 고유진동수가 증가할수록 overshoot은 점차 감소하며, 진동 

시간은 점차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4. [실험 1] 제어 이득 증가에 따른 시스템 응답 

 

 

그림 25. [실험 2] 제어 이득 증가에 따른 시스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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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1과 2보다 부하 관성이 각각 2배로 증가한 실험 3과 4의 

비교에서는 로터 관성을 키웠을 때 오차가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아주 

미미한 차이를 보였다. 

실험 1과 3의 비교, 그리고 실험 2와 4의 비교에서는 같은 

로터에서 부하 관성이 증가할 경우 추종 성능이 감소하되, 역시 로터 

관성이 클수록 제어 성능이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6. [실험 3] 제어 이득 증가에 따른 시스템 응답 

 

 

그림 27. [실험 4] 제어 이득 증가에 따른 시스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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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동역학 이론에 따른 관성 행렬 변경 실험 

 

제 1 절 실험 목적 및 이론적 배경 

제 3장에서 진행한 실험이 실물 하드웨어를 변경하고 그 영향을 

관찰하는 실험이었던 반면에, 제 4장에서는 관절 탄성이 존재하는 

다자유도 로봇에서 torque control input의 mass matrix가 부하 관성과 

모터 관성 중 어느 쪽의 영향을 크게 받는지 예측 및 검증하는 실험을 

진행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mass matrix는 식 (4)와 식 (5)의 

라그랑쥬 방정식 (Lagrange equation)으로부터 유도할 수 있다. 

 

̇
− = 1 … (4) 

𝐿 = 𝐾 − 𝑈 … (5) 

 

이 때 운동 방정식은 아래 식 (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𝐾 =  ∑ 𝐾 =  �̇� 𝐴�̇� … (6) 

 

식 (5)에 식 (6)을 대입하면 아래 식 (7)과 같은 inertial matrix를 

얻을 수 있다. 모든 관절이 무한히 단단하게 연결된 강체 동역학에 

기반한 이 행렬은 𝐴 matrix라고 정의하였다.  

 

𝐴 =  ∑ (𝑚 𝐽 , J , +  𝐽 ,  𝐼 ,  𝐽 , ) … (7) 

 

이러한 정의는 다자유도 환경에서 𝐴  matrix는 회전 관성이 더 큰 



 

 35

축에는 더 큰 weighting을 주어서 전체 시스템을 unit mass system과 

같이 활용하는 의미를 갖는다. 

또한 각 관절 모터의 회전 관성은 𝐵  matrix로 정의할 수 있다. 𝐵  

matrix는 아래와 같은 형태로 정의할 수 있다. 각 항의 회전 관성은 

reflected inertia로서 감속기의 감속비 η의 제곱에 비례한다. 

 

𝐵 =  

𝜂  𝐼 , 0 0

0 𝜂  𝐼 , 0

0 0 𝜂  𝐼 ,

 

 

𝜃는 회전자의 입력 각도, 𝑞는 출력축의 실제 회전 각도일 때 링크 

동역학과 모터 동역학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𝐴 (𝑞)�̈� + 𝑏(𝑞, �̇�) + 𝑔(𝑞) = 𝐾(𝜃 − 𝑞) … (8) 

𝐵�̈� + 𝐾(𝜃 − 𝑞) =  𝛤 … (9) 

 

관절 탄성을 고려한 식 (8)과 식 (9)로부터 아래와 같은 관계식을 

얻을 수 있다. 

 

𝛤 = (𝐴 + 𝐵)�̈� + 𝑏(𝑞, �̇�) + 𝑔(𝑞) … (10) 

 

식 (10)과 같이 관절을 강체로 다루는 방법 외에도, 경험적으로 A 

행렬의 대각성분만을 활용하거나[19] 관절 탄성을 고려하여 B 행렬만을 

사용하는 등[11]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Mass matrix 

𝑀 을 𝐴  또는 𝐵 , 혹은 기타 연구된 관성 행렬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포괄적인 관성 행렬로 정의하면 식 (10)으로부터 관성 행렬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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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제어기 입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𝜏 = 𝑀 ( 𝑘 (𝑞 − 𝑞) − 𝑘 (𝑞 ̇ − �̇�) ) … (11) 

 

비례 이득 𝑘 와 미분 이득 𝑘 는 제 3장의 실험과 동일하게 고유 

진동수(natural frequency) 𝜔 을 튜닝 매개변수로 사용하였으며 

감쇠율(damping ratio) 𝜉는 0.5로 결정하였다. 

 

𝑘 =  𝜔  … (12) 

𝑘 =  2𝜉𝜔  … (13) 

 

제 3장의 실험과 달리 control input에 𝑀 matrix가 포함되어 있어 

𝑘 와 𝑘 는 이전 실험의 𝑘 와 k 보다 상당히 작은 값을 가진다. 

그림 28은 테스트 플랫폼이 그림2와 같이 수평 3자유도 결합으로 

조립되어 있고 모든 축이 6초간 0도에서 180도까지 동시에 왕복할 때 

A 와 B 의 개략적인 변화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Diagonal term은 △, 

off-diagonal term은 ▽로 표기하였다. 이로부터 A 는 로봇의 자세에 

따라 크게 변화하는 값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8. 수평 3자유도 결합 상태의 구동에 따른 관성 행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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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실험 개요 

 

본 실험에서는 앞선 제 3장의 계단 응답(step response) 실험과 

동일하게 고유진동수를 점차 높이는 방식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되, 

3자유도 실험 환경에서의 M  matrix에 𝐴 , 𝐴 + 𝐵 , 𝐴 + 𝐵 , 𝐵 를 

각각 대입하였다. 매 시행마다 일정 단위로 제어 이득을 상승시키며 

그림 29과 같은 응답 그래프를 작성하였다. 이를 통하여 각 축의 발산 

시점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어 이득의 변화에 따라 각 축의 

응답이 어떤 경향으로 변화하는지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CAD를 통하여 취득한 로봇 하드웨어 질량 정보의 오차, 

각 축마다 다른 구동부 구조, 실험 조건에 따라 다른 내부 마찰과 같은 

외부 요인으로 인하여 정량적인 비교가 어려웠다. [20-22] 이에 본 

논문에서 제안한 테스트 플랫폼을 사용하였으며 유일한 조작 변인인 𝑀 

matrix 외의 변수는 최대한 통제하였다.  

또한 3자유도 로봇의 각 구동축을 모두 수평, 모두 수직, 그리고 

각각 90도, -90도, 90도로 꼬인 형태로 구성하여 동일한 실험을 

반복하여 진행할 때에 각 관성 행렬 모델들이 실제 제어성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림 29. 계단 응답 시험을 통한 시스템 분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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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고자 하는 실험의 목록은 아래 표 8 ~ 10과 같다. 

 

실험명 실험 5 실험 6 실험 7 실험 8 

Configuration 수평 (horizontal) 

M matrix A A + B A + 𝐵 B 

표 8. 3자유도 실험 정의(수평) : 관성 행렬 변경 적용 

 

실험명 실험 9 실험 10 실험 11 실험 12 

Configuration 수직 (vertical) 

M matrix A A + B A + 𝐵 B 

표 9. 3자유도 실험 정의(수직) : 관성 행렬 변경 적용 

 

실험명 실험 13 실험 14 실험 15 실험 16 

Configuration 꼬임 (twisted) 

M matrix A A + B A + 𝐵 B 

표 10. 3자유도 실험 정의(꼬임) : 관성 행렬 변경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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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하드웨어 구성 

관절 결합 구조 변경에 변화를 분석하고자 그림 30과 같이 수평 

(horizontal), 수직(vertical), 꼬임(twist)의 세 종류 결합 방식으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된 링크의 질량 정보는 표 11과 같다. 각 링크는 

동일한 설계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나 구동축 보조 베어링 및 지지 

구조의 차이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모든 질량은 각 부품을 

저울로 측정한 실제 질량이며, Inertia는 CAD 정보를 참조하였다. 

 

 Link 1 Link 2 Link 3 

3D model 

   

Mass 8.19 kg 8.02 kg 7.63 kg 

Inertia 0.1668 kg∙m2 0.1633 kg∙m2 0.1501 kg∙m2 

표 11. 3자유도 실험에 사용된 각 링크의 질량 정보  

 
 

그림 30. 수평, 수직, 꼬임 형태의 관절 결합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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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실험 결과 

표 12의 왼쪽부터 링크쪽의 𝐴 , 즉 부하 관성만, 그리고 𝐴 + 𝐵 , 

링크와 로터 관성을 합산한 것, 그리고 𝐴 + 𝐵 , 부하 관성 중 주요 

성분으로서 대각 성분과 로터 관성을 더한 것, 마지막으로 𝐵 , 로터 

관성만을 사용한 것이다. 표의 세로축은 순서대로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축의 에러값과 에러값의 오름차순 순위이다. 에러 값은 어느 한 

축이 최초 발산하기 직전 동일 시점에서의 각 축의 안정 상태 에러 

(steady-state error, 이하 𝑒 )를 기록하였다. 고유 진동수 𝜔 은 

튜닝을 위한 매개변수로 사용되었으며 각 실험 간의 상관 관계는 없다. 

실험 전 분석으로는 가로로 나열한 네 종류의 실험 중 우측일 수록 

우수한 성능이 나올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예상한 것과는 다르게 세번째, 

실험 7이 근소한 차이로 가장 우수한 결과가 나왔다. 이는 그래프로 

보여지는 경향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실험 8 그래프의 노란색, 2축의 

overshoot이 상당히 크고 불안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험명 실험 5 실험 6 실험 7 실험 8 

Max. 𝜔  32 34 48 131 

J1 
𝑒  

1.3042 

×10-3 

2.5329 

×10-4 

1.4991 

×10-5 

4.3723 

×10-4 

Rank 4th 3rd 1st 2nd 

J2 
𝑒  

2.4132 

×10-2 

1.3146 

×10-3 

9.7001 

×10-6 

3.3496 

×10-5 

Rank 4th 3rd 1st 2nd 

J3 
𝑒  

1.3042 

×10-2 

2.7409 

×10-3 

1.2126 

×10-3 

6.9290 

×10-4 

Rank 4th 3rd 2nd 1st 

표 12.  3자유도 실험 결과 : 수평 결합 시 최소 오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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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부터 그림 42까지는 각 실험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Step input의 목표 각도는 0.05 rad로써 가는 실선으로 표기되었다. 

실험은 5초 간 정렬, 5초간 step input 입력, 5초 간 재정렬의 순서로 

15초를 주기로 진행되었다. 𝜔 은 1 rad/s에서부터 1 단위로 증가한다.  

그림 31과 32에서 실험 5와 실험 6은 전반적으로 위치 추종 

추이가 유사하게 나타난다. 공통적으로 제 3축의 제어 이득이 부족하여 

늦게 상승하고, 가장 먼저 발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 [실험 5] 제어 이득 증가에 따른 시스템 응답 

 

 

그림 32. [실험 6] 제어 이득 증가에 따른 시스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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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은 A의 대각 성분과 B의 합을 적용한 사례이다. 그림 34의 

결과와 달리 3개의 각 구동축이 목표 각도인 0.05에 근접한 이후에도 

상당 구간에 걸쳐 제어 이득의 상승이 가능했음을 보이고 있다. 안정 

상태 위치 오차 분석 결과 또한 최소값을 가졌다. 다만 overshoot은 

특정 값으로 안정되지않았으며 지속적인 증가 혹은 감소 추세를 보였다. 

그 외 공통적인 특징으로는 제 2축의 overshoot이 지속적으로 

과도하게 발생하는 현상을 확인 가능하다. 

 
 

그림 33. [실험 7] 제어 이득 증가에 따른 시스템 응답 

 

 

그림 34. [실험 8] 제어 이득 증가에 따른 시스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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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9 ~ 12에서는 관절 결합 구조를 수직으로 변경하였으며 최소 

오차 및 순위를 표 13으로 정리하였다. 테스트 플랫폼은 각 구동축이 

자체 하중에 의한 중력의 영향을 받도록 지면에 수직으로 설치하였으며 

별도의 중력 보상은 하지 않았다. 실험 방법은 계단 응답 시험으로서 

앞선 실험 5~8과 동일하다. 

이와 같은 실험 환경 변화에서도 전반적인 경향은 앞선 수평 

구조에서의 실험과 유사하게 측정되었다. 𝐴 + 𝐵를 대입한 실험 11이 

실험 12 대비 근소한 차이로 오차가 2위에 머물렀으나, 그림 37과 그림 

38을 통하여 제어 이득 증가에 따른 전체적인 시스템의 응답 경향을 

살펴보면 실험 11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험명 실험 9 실험 10 실험 11 실험 12 

Max. 𝜔  34 33 49 132 

J1 
𝑒  

5.2332 

×10-3 

7.3075 

×10-4 

4.2900 

×10-4 

4.1135 

×10-4 

Rank 4th  3rd  2nd 1st   

J2 
𝑒  

1.2130 

×10-2 

6.9188 

×10-4 

8.2579 

×10-4 

1.1500 

×10-3 

Rank 4th  1st  2nd  3rd  

J3 
𝑒  

3.4988 

×10-3 

3.3473 

×10-3 

1.9039 

×10-3 

5.9107 

×10-4 

Rank 4th  3rd 2nd 1st  

표 13.  3자유도 실험 결과 : 수직 결합 시 최소 오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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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와 그림 36의 실험 9, 10에서 또한 앞선 실험 5, 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제 3축의 이득이 지나치게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𝐴대신 𝐴 + 𝐵를 적용하는 것만으로 제 2축의 과도한 overshoot이 

눈에 띄게 억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𝐴 + 𝐵의 적용이 

최대 제어 이득 및 최소 오차의 결과는 아니지만 시스템의 동역학적 

근사는 매우 근접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하여 𝐵 의 추가 

적용 또한 제어 성능 경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5. [실험 9] 제어 이득 증가에 따른 시스템 응답 

 

 

그림 36. [실험 10] 제어 이득 증가에 따른 시스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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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의 그래프에서는 두번째 축의 overshoot이 과도하게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험 12에서 제 1축과 제 3축의 경우 가장 

우수한 위치추종 성능을 보였지만, 각각의 구동축에 동일하게 회전자의 

회전 관성이 weighting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축의 경우에만 그 오차가 

상당히 큰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제 2축의 위치 추종 성능이 제 1축과 

제 3축의 영향을 동시에 받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는 이어지는 실험 

13~16의 결과에서 다시 확인된다.  

 
 

그림 37. [실험 11] 제어 이득 증가에 따른 시스템 응답 

 

 

그림 38. [실험 12] 제어 이득 증가에 따른 시스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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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13~16에서는 관절 결합 구조를 꼬인 위치(twisted)로 

변경하였다. 앞선 실험 5~8과 실험 9~12의 경우 모든 축이 평행하게 

설치되어 있어 이전 축의 운동이 다음 축의 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많은 경우 식 (8)의 𝑏(𝑞, �̇�)항, 즉 코리올리 힘과 구심력은 계산 과정의 

편의성을 위하여 무시하거나 이상적으로 보상되었다고 가정하지만, 이와 

같이 구동축이 평행한 구조에서는 뚜렷한 영향이 있음을 보이고 있다. 

테스트 플랫폼이 꼬인 형태로 결합된 경우 모든 축이 서로 직각 

방향으로 운동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억제된다. 다만 각각의 축의 

결합에 있어 좌표계가 링크의 두께만큼 축 방향으로 이동하는 본 테스트 

플랫폼의 특성 상 제 2축이 자체 하중의 영향을 받아 그래프 초기의 

낮은 제어 이득에서는 기존과 다르게 음의 값에서 실험을 시작하게 되는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 39~42의 그래프에서는 앞서 

발생하였던 overshoot 경향이 확연하게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험명 실험 13 실험 14 실험 15 실험 16 

Max. 𝜔  59 50 51 140 

J1 
𝑒  

1.3042 

×10-3 

7.3502 

×10-4 

5.5482 

×10-4 

3.8410 

×10-4 

Rank 4th  3rd  2nd 1st  

J2 
𝑒  

1.3043 

×10-3 

1.9185 

×10-3 

1.8883 

×10-3 

1.9314 

×10-3 

Rank 1st  3rd  2nd  4th 

J3 
𝑒  

6.3571 

×10-3 

1.7471 

×10-3 

5.6022 

×10-4 

2.7610 

×10-4 

Rank 4th  3rd  2nd  1st  

표 14.  3자유도 실험 결과 : 꼬임 결합 시 최소 오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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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임 형태의 기본 자세에서 제 1축은 양의 방향으로, 제 2축은 

음의 방향으로 자체 하중의 영향을 받는 환경 특성 상 실험 13~16의 

낮은 시작 제어 이득에서는 현재 각도 𝑞 가 제 1축은 양의 방향으로 

과도하게, 제 2축은 위치가 음의 방향으로 과도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제어 이득이 상승함에 따라 점차 앞선 실험과 유사한 경향이 나타나며 

최종적으로 목표 각도에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9. [실험13] 제어 이득 증가에 따른 시스템 응답 

 

 

그림 40. [실험 14] 제어 이득 증가에 따른 시스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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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15의 경우 제어 이득의 증가에 따라 각도 위치가 빠르게 

수렴하여 발산 직전까지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반면에 실험 16의 

경우 꼬임 결합으로 진행한 4종의 실험 중 가장 작은 위치 오차를 

보였으나, 그림 4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과도한 overshoot이 초기 

상시 발생하며 진동 수렴에 필요한 시간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실제 

로봇에의 적용에 있어서는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41. [실험 15] 제어 이득 증가에 따른 시스템 응답 

 

 

그림 42. [실험 16] 제어 이득 증가에 따른 시스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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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토크 제어를 위한 복합 테스트 플랫폼 개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테스트 플랫폼은 토크 제어 로봇을 위한 

연구의 하드웨어 환경으로 쓰이기 위한 다양한 조건을 충족하고자 

하였다. 본 테스트 플랫폼을 활용하면 하드웨어 설계 및 제작에 깊은 

지식이 없는 제어 알고리즘 연구자 또한 모듈화 된 각 부품의 결합 및 

분해를 통하여 쉽게 원하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앞서 본 논문의 관성 질량과 연관된 연구 외에도 향후 다양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현재 개발된 하드웨어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실험 또한 수행 가능하다. 액추에이터 모듈에는 감속기 

이전, 이후에 각각 엔코더가 설치되어있다. 이에 따라 감속기에 의한 

탄성과 모션에 따른 탄성 계수의 변화 또한 구동 중 실시간 측정이 

가능하다. 그 탄성 계수 또한 SEA 조인트 모듈의 조립을 통하여 일정 

구간 변화시킬 수 있다. 필요에 따라 토크 센서 조인트 모듈을 설치할 

수도 있다. 그 외 토크 상수의 정밀 추정, system identification, state 

estimation 외 새로운 알고리즘의 연구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사용된 많은 부품들이 향후 확장성을 감안하여 설계되었으므로 

추가 설계를 통하여 다양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각 링크 

프레임에 센서를 부착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으므로 

IMU와 같은 센서를 설치하여 가속도 및 기울기 변화를 측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구동 중 각 링크의 가속도를 직접 측정하여 system 

identification으로 예측된 시스템 파라미터와 비교할 수 있다. 혹은 3개 

모듈을 1자유도 로봇 1개와 2자유도 로봇 1개로 분리 설치하여 한 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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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이득으로 특정 모션을 구동하여 변화하는 외부 환경을 모사하고, 

한 쪽은 impedance control과 같이 외란에 적응하는 제어기를 적용하여 

상호 작용을 살펴보는 등 창의적 실험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제 2 절 물리적 관성 질량 변화 실험 

1자유도 실험을 통하여 회전자의 회전 관성과 부하 관성이 제어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부하가 일정한 경우 회전자의 

회전 관성 증가를 통하여 이득 여유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으며 실험1 

대비 회전자에 관성 디스크를 추가한 실험2의 최소 오차가 약 1/30으로 

크게 감소하여 이론적 분석 결과와 실제 실험 결과가 유사하였다. 부하 

측 회전 관성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 이득 여유가 크게 감소하여 

회전자에 관성 디스크를 추가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으나, 이 

실험에서 또한 최소 위치 오차가 약 1/5로 감소하였다. 

이는 시스템의 즉각적인 응답성보다 위치 추종 성능에 초점을 둔 

제어 상황에 있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 사용중인 

로봇을 큰 규모로 개조하는 대신 얇은 디스크를 추가 설치하는 작업 

만으로도 성능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제 3 절 관성 행렬 변경 및 결합 방향 변화 실험 

3자유도 실험을 통하여 큰 두가지의 갈래, 즉 질량 행렬에 대한 

여러 이론의 적용, 그리고 구동축의 결합 방향 변경이라는 조작 변인이 

실제 로봇의 위치 추종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많은 경우 이론적 예측과 실제 실험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기준으로 삼는 데이터의 부정확성과, 현실에 존재하는 마찰과 같은 

비선형적이며 특정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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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으로 실험을 수행하는 중 발견되는 경향성은 후속 연구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실험 5와 실험 6의 비교를 통해 관성 행렬에 회전자의 회전 관성 

또한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7의 

시뮬레이션 그래프에서도 보인 바와 같이 부하 관성과 모터 관성의 값은 

때로는 비슷하거나 역전되는 경우가 있다. 실험 6과 실험 7의 비교를 

통해서는 A 의 대각 성분을 활용하면 각 축이 균일하고 우수한 위치 

추종 성능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실험 7과 실험 8의 비교를 

통해서는 관절에 탄성이 존재하나 탄성 계수가 크기 때문에 링크 

동역학을 제외할 수는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실험 5~8과 실험 9~12의 비교를 통해서는 기구학적 구조가 

유사한 경우 같은 관성 행렬의 적용 시 로봇의 기본 자세를 변경하여도 

매우 흡사한 결과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실험 5~12와 실험 

13~16의 비교를 통하여 평행한 축은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므로 

구동축의 배치 또한 제어 전략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앞선 실험에서는 현재 높은 위치 추종 성능의 필요에 따라 

최대 제어 이득과 최소 오차를 가질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분석을 진행하였으나, 필요에 따라 각 실험 결과를 다양하게 해석 

가능하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각 축의 균일한 동역학적 

compensation이 오차 또는 bandwidth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스템에서는 실험 6, 10, 14로부터 𝑀 matrix에 𝐴 + 𝐵의 적용을 고려해볼 

수 있다. 

향후 본 논문의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로봇 시스템의 하드웨어 개발 

단계에서부터 제어 성능을 감안한 설계를 진행할 수 있으며, 제어 시 

실험 필요에 따라 적절한 질량 행렬을 적용하여 목표 제어 성능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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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a Multifunctional 

Test Platform for Torque Control 

and Analysis of Effect of Inertia 

on the Control Performance 

Jongseong Ko 

Department of Transdisciplinary Studies 

The Graduate School of  

Convergence Science and Techn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Unlike the conventional position control method of each joint, the 

current-based torque control robot uses torque required for joint 

driving as a control target, so it can be flexibly handled even when 

unexpected disturbance occurs in a complicated external 

environment. 

  In the basic equations of motion of torque control, a mass matrix 

exists as a parameter of torque and angular acceleration. The mass 

matrix contains the mass information of the individual robot links and 

the amount of inertia that varies with the angle of the joint. Thus 

applying the mass matrix to torque control has the advantage of 

controlling the entire system as if it were a unit mass system, but it 

is difficult to apply to the robot due to the lower performance in the 

real experiment than the theoretical analysis result. 

  In this paper, I proposed a new modular test platform MOC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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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ular Configuration Changeable Actuator test platform) that can 

change various physical variables such as kinematic structure, motor 

drive shaft inertia, and so on. The results of the effect analysis 

experiment on the control performance with mass matrix are 

described. 

 

Keywords : torque controlled robot, actuator test platform, 

            modular design, mass matrix,  

            torque sensor, series-elastic actu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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