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조작작업을 위한 매니퓰레이터 시스템에 대해

서는 그 동안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실제 

산업현장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적용되어 왔다. 
하지만 고소 조작작업을 위한 로봇 시스템은 여

전히 연구가 진행 중인 단계이다. 최근에는 많은 

연구자들이 고소작업을 위한 해법으로 비행체에 

매니퓰레이터를 결합시킨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1], [2].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은 비행체의 가반

하중이 크지 않다는 단점으로 인하여 소형 및 낮

은 자유도의 매니퓰레이터를 장착할 수밖에 없게 

되고, 따라서 작업이 가능한 범위가 제한되게 된

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매니퓰레이터를 사용

하여 고소 작업이 가능하도록 높이 조절이 가능

한 지지대 위에 설치된 매니퓰레이터 시스템의 

작업공간 제어에 대해서 제안한다. 특히 구조적

으로 긴 형태를 가진 지지대는 강체 가정이 유효

하지 않게 되므로 유연성을 가진 물체로 모델링

하고 매니퓰레이터 작업공간 제어와 동시에 지지

대의 진동을 저감할 수 있는 제어기를 설계한다. 
특히, 본 연구는 10m 이상에서 조작작업을 수행

할 수 있는 7자유도 로봇팔 시스템의 구축을 목

표로 하기 때문에 실제 시스템 개발 전 모델링/
제어기 등을 검증해보기 위하여 4장에서는 소형 

시스템을 구축하여 검증실험에 사용한다.
유연성을 가진 시스템에 대한 모델링 및 해석, 

제어기 설계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역
동역학을 이용한 제어[3], 수동성 해석[4], 유한요

소기법을 이용한 모델링 및 제어기법 해석[5], 입
력 성형기법[6]등의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대부분

의 연구에서는 매니퓰레이터의 링크부가 유연하

다는 가정이 사용되었다. 선행연구들과 비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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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workspace control framework of a manipulator which is supported by a flexible 
beam, while suppressing vibrational motion by using passive decomposition. We, first, derive the 
flexible beam-manipulator system dynamics, considering boundary conditions of the flexible part that 
includes the dynamic effects of the manipulator’s mass and inertia. Then, the passive decomposition is 
deployed to decompose the original dynamics into workspace and null-space dynamics. Finally, after 
designing the desired control laws in both spaces, we suggest a least-square solution of the desired 
control laws due to under-actuation property of the system. Real experiments are performed to verify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control framework. 



본 연구의 차이점은 1) 새로운 형태의 시스템에 

대한 동역학 모델링 및 제어기의 제안, 2) 2가지

의 제어목적 (즉, 작업공간 제어 및 진동저감)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서 동역학 분할기법을 적

용, 3)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제 시스템을 구축

하여 실험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고

려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유연성 포함 동역학 모

델링을 제시하고 3장에서 동역학 분할기법의 소

개와 함께 이를 적용한 동역학 식을 이용한 제어

기의 설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4장에서 실험 결과

를 제시한다. 

2. 시스템 동역학 모델링

 2.1 시스템 묘사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의 구성은 3-자유

도 로봇팔, 1-자유도 선형 스테이지(linear stage), 
그리고 유연한 보로 이루어져 있다. 이 시스템의 

동역학을 유도하기 위한 가정은 다음과 같다: 1) 
보의 변형은 선형화 모델이 유효할 정도로 충분

히 작다; 2) 보의 밀도 와 세로방향 축을 따라 

형성되는 단면적 는 상수이다; 3) 시스템은 한 

평면에서 운동하고 각 링크의 질량중심은 링크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다.
시스템을 묘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프레임은 

총 여섯 개로써 보의 하단부가 위치하고 있는 고

정된 지면 좌표계 {}, 보의 끝단에 위치하여 보

의 유연한 진동에 따라 함께 움직이는 좌표계 

{}, 선형 스테이지 좌표계 {}, 그리고 각각의 

조인트의 중심 좌표계인 {1}, {2}, {3}이다. 두 좌

표계 사이에서, 우리는   변형을 다음과 같

이 정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와 {} 좌표

계 사이에서는 

 {
    

 ∈  ∈ }

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때 
 는 {} 좌표계

에서 바라보는 {} 좌표계의 원점의 위치 벡터 

이고, 는 {} 좌표계에서 바라보는 {} 좌표

계의 방향이다. 와 가 같다면, 
   이

고    이다. 

따라서 보의 끝단의 위치는 {}에서 
 ∈ 

로, 보 끝단의 회전은 ∈  × 는 {}로 나타

낼 수 있다. 또한 보의 변형이 매우 작다고 가정

했기 때문에, 보 끝단의 위치와 회전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이때  는 시간 에 발생한 수직방향 (X-
방향)의 위치 에서 발생한 수평방향 (Y-방향)의 

변형량이다. 

     

   Fig 1. Small scale system model of slave robot 
   of telerobotics project. 

2.2 보의 고유진동수 분석

오일러-베르누이(Euler-Bernoulli theory) 이론에 

기초하여, 보의 측면 진동 운동에 대한 지배방정

식과 그 일반해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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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는 밀도, 는 단면 영역, 는 영의 상

수,  는 보의 이차 관성 모멘트이다. 우리는 

보의 모든 특성이 상수라고 가정한다. 두 번째 

식은 번째 모드에 대한 식을 의미하며, 여기서 

는 번째 시불변 모드 형상(mode shape)이고 

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번째 모드의 진폭

(mode’s amplitude)이다. 
이 모델에서 가진의 영역이 제한적이고 변형량

이 크지 않을 때 고차수 모드의 변형을 무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 논문에서는 위의 두 번째 식

을      

  로 근사하여 사용한

다. 여기서 는 사용되는 모드의 수를 의미한다. 

상기의 ‘모드 근사기법(Assumed mode method)’를 

사용한 모델링의 유효함은 이미 기존의 많은 연

구들 [4], [6], [7], [8], [9]에서 제시되었다.
번째 모드 형상에 대한 해석적 해는 다음과 



같다고 알려져 있다. 
   sin cos sinh cosh 

여기서 
   이고, 는 번째 모드

에 대한 고유진동수, 그리고 각각의 는 계수를 

의미한다. 모드 형상은 시불변이며 전체 시스템

의 구조나 형태와 같은 경계 조건에 의해 결정된

다. 모드 형상 를 구하기 위해, 경계조건으

로 1) 보의 하단이 지면에 고정되어 있고 2) 상단 

로봇팔의 질량/관성을 고려하여 경계조건을 계산

한다. 
다음 4개의 식은 두 개의 경계조건으로부터 표

현된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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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와 는 각각 강체 시스템의 전체 

관성 모멘트와 질량의 합이다. 는 보의 길이, 

중력가속도  9.81 m/s2,     

  
  , 그

리고     

  
 이다. 여기서, ⋆는 벡

터 ⋆∈ 의 축 성분을 의미한다. 

  

Fig 2. Lumped masses boundary conditions at 
the end of the boom

두 번째 경계 조건은 강체의 형태에 따라 시불

변으로 변하는 값이다. 따라서 강체 시스템의 형

태가 변하게 되면 고유 진동수를 계산해야 함을 

의미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 관찰된 바에 따르

면 강체 시스템의 형태 변화 (즉, 의 변화)가 

고유 진동수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작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모드 형상을 

계산하기 위하여 시스템의 형태를 값이 최대

가 되는 로봇팔의 자세 (위로 뻗어 올린 자세)로 

고정하고 이를 사용하였다. 추가적으로 중력 항

인    때문에, 두 번째 경계조건은 비제차이므

로 진동수 분석이 적용될 수 없게 되는데 이 중

력항 역시 모드 형상에 주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가정하고 고유진동수 계산을 수행하였다.
고유진동수는 경계조건 및 직교성 등을 이용하

여 계산된다. 이 값들은 아래에서 설명할 시스템

의 동역학에서 보와 관련된 상수를 계산하는데 

사용하게 되는데 앞서 언급한 2가지 영향 (경계

조건에서 시불변   및  의 영향)을 무시했

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양호한 수준으로 제어

됨을 4장에서 설명할 것이다.

2.3 오일러-라그랑지 방정식

오일러-라그랑지 방정식(Euler-Lagrage equation)
을 사용하기 위한 시스템의 운동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이때  ,  ,  , 그리고 는 각각 보, 스테

이지, 번째 모터, 그리고 번째 링크의 운동에너

지이다. 
와 

는 각각 보의 탄성에너지와 중

력위치에너지를 의미한다. 다른 항들은 운동에너

지의 식과 같은 기호를 사용한다.  
시스템의 동역학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1)

이때        ∈ 는 유연한 보의 모드별 

진폭을 의미하고         ∈ 는 모터의 

조인트 각도를 의미한다. 행렬 은 관성행렬이

고 행렬 는 코리올리스 행렬을 의미한다. 

   
 

 
 ∈  × 은 직교성을 

고려한 모드별 스프링 항이며      , 

      은 제어입력,   
는 로

봇팔의 end-effector에 작용하는 외부 wrench이다. 
는 analytic 자코비안이다. 

여기서  는 {}에서 end-effector의 각도를 

시간에 대해 미분한 항이다. 



이 동역학은 다음의 성질을 만족한다: 
•  ,   , 그리고  는 대칭행렬이다. 

•    ,       , 그리고     는 

반대칭행렬이다. 

•  는 오직 와 의 함수이다. 

3. 수동성 분할 기법 및 제어기 설계

본 절에서는, 1) 작업 공간에서의 end-effector 
제어, 2) 영공간 (null-space)에서의 진동 감쇠 제

어 등 두 가지 제어기를 분리하여 설계하기 위해 

수동성 분할 기법 [10], [11]을 도입한다. 첫 번째 

세부 절에서는 일반적인 수동성 분할 기법에 대

해 간단히 요약하고, 다음 세부 절에서는 이를 

이용한 제어기 설계에 대해서 설명한다. 

3.1 수동성 분할기법

동역학 분할기법은 시스템의 배위 공간의 탄젠

트, 그리고 코탄젠트 공간을 시스템의 관성 행렬 

 에 대한 두 개의 수직 공간으로 분할한다. 
이 때 분할의 기준은 일반 좌표계(generalized 
coordinate)의 함수로 표현될 수 있다   . 
각 공간의 분할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는데

                                 (2)

여기서 ⊤는 탄젠트 공간에서 기준에 대하여 

평행한 속도분포를 나타내고 ⊥는 수직한 속도

분포를 나타낸다. 유사하게 ⊤는 코탄젠트 공간

에서 기준에 평행하는 공분포를, ⊥는 수직하는 

공분포를 나타낸다. 만약 기준 를 로봇팔 끝단

의 위치로 잡게 되면 각 분포는 다음과 같이 정

의된다. 자세한 내용은 [10]에 기술되어 있다.
⊥  

⊥    ⊥
 ⊥

 ⊥
  

⊤   ⊥⊥    ×  

⊤  ⊤
 ⊤ 

 ⊤
 

(2)에 있는   식을 이용하고 (1)에  를 

곱함으로서 다음과 같은 분할된 동역학 식을 구

할 수 있다. 

     
               

     
              

여기서 ⊤
 ⊥  ⊥

⊤  이기 때문에 

가속도 수준에서 상호간의 커플링 항이 사라지게 

되고 따라서 제어기 설계가 쉬워지게 된다. 또한 

   즉, end-effector의 속도이며 은 영

공간의 움직임이다.

3.2 제어기 설계

본 절의 시작에 앞서 언급한 2가지 제어목적 

1), 2)를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제어기를 

설계하였다.

      
  

     (3)

                    (4)

이 때    
 , 즉 로봇팔 끝단의 추

종 오차이다.
그러나 시스템의 구동부족(under-actuation) 특성

으로 인해, 두 개의 제어 법칙 (3)과 (4)은 완벽하

게 구현될 수 없다. 정확히 말하자면, 시스템의 

액추에이터의 수는 4개이고 디자인된 제어기는 7

자유도   ∈ 이므로, 아래의 관계식을 만

족시킬 수 있는 제어입력 을 찾을 수 없다.

⊤
  ⊥

     

이때     ×  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선형 모델에 대한 

엄밀한 해석이 필요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역행렬

을 취해서 구하는 최소 거리 해(The minimum 
distance solution)를 이용하기로 한다.


       ⊤

  ⊤
  

의 정의로부터, 상기 식은 액추에이터가 7자
유도의 제어기 중에서 4개의 원소만을 사용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영공간의 안정화를 위하

여 실제 제어 입력을 다음과 같이 선택한다. 

  
  



이때 
는 위에서 언급했던 과 의 안정화 

제어이다. 
를 결정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최적화 문제의 해로 주어지는 제한된 구속조건 

하에서의 최소 놈 해(The constrained least-norm 
solution)이다. 

   min    ∥⊤
 

  ∥
   subj. to   ⊥

 
  

이때 ⋆
 은 ⋆의 첫 번째 네 개의 행이다 



(예를 들어, ⊤  ⊤
 ⊤

 ∈  ×   에서 

⊤
 ∈  × 이고 ⊤

 ∈  × 이다). 간단히 하기 

위해, ⊤
   와 ⊥

 
를 각각 과 로 나타낸

다. 
시스템이 가진 4자유도의 구동은 로봇팔 끝단 

제어에 대하여 항상 여자유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위의 제한조건은 항상 해를 찾을 수 있다. 의 

일반해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는데, 

  
†     

†  
†  

†   
이때       

† 이다. 

4. 실험 결과

Fig 3. Robotic system supported by flexible beam 
      consisting of 3-dof manipulator and linear stage 

실험 검증을 위해 구성된 소형 시스템은 3자유

도 로봇팔과 선형 스테이지, 그리고 아랫단이 두 

개의 바이스로 고정된 두께 12mm의 알루미늄 바

로 구성되어 있다. 3자유도 로봇팔은 토크 제어

가 가능한 로보티즈 사의 다이나믹셀 프로

(Dynamixel Pro) 모델 모터 3개를 사용하였으며, 
선형 스테이지는 역시 토크 제어가 가능한 SMC 
공압 사의 슬라이더형 LEFS 모델을 사용하였다. 
선형 스테이지의 제어는 USB4 디바이스의 아날

로그 입력으로 이루어진다. 로봇팔 각 모터의 조

인트 각도 및 각속도는 모터 내부의 엔코더를 통

해 측정되고 선형 스테이지의 위치 정보는 역시 

USB4 디바이스를 통해 스테이지의 엔코더 값을 

받아들인다. 모션 캡쳐 시스템인 OptiTrack을 기

반으로 하여 end-effector의 실제 위치가 측정되며 

이를 통해 원하는 위치와의 오차를 계산한다. 
작업공간상에서 end-effector는 원형의 경로를 

따라가도록 제어 입력이 주어진다. 다음 그림은 

원형의 경로에 대한 end-effector의 실제 이동 경

로를 나타낸 것이다. end-effector는 시작 지점의 

위치에 관계없이 원형 경로를 따르게 되고, 작동 

중 입력되는 외부의 방해에 대한 견고성을 지닌

다. 

     

 

Fig 4. Result of comparison between end-effector’s 
desired and actual trajectories

5. 결 론

본 논문은 유연성을 갖는 지지대에 설치된 다

자유도 매니퓰레이터의 작업 공간 제어에 대해 



제안하였다.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모델링으로부

터 작업공간에서의 제어와 지지대의 진동을 동시

에 저감시킬 수 있는 제어기를 설계하였다. 동역

학 분할기법을 통한 제어기 설계는 작업공간에서

의 제어 및 유연한 보의 진동 저감이라는 두 가

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효과적인 방법

임을 확인하였다. 7자유도 로봇팔 시스템을 목표

로 구축된 소형 시스템을 이용하여 검증 실험을 

수행하고 설계된 제어기가 유효함을 보였다. 실
험으로부터 end-effector가 원하는 경로를 작은 오

차 범위 이내로 운동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외
부에서 작용하는 방해 입력에 대해서도 견고성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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