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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describes the mechanism of parallel micro machine platform and its feedback control system for acquiring
high accuracy. The parallel micro machine platform that has developed has 5x5x5 work-space and sub-micron accuracy. For
the high accuracy, the feedback control system is important but errors in machining and assembling are inevitable. Kinematic
calibration is important for this reason. In this paper, various error components are introduced and the effects of error
component are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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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미세 구조(microstructures), MEMS, 마이크
로 전자 및 광학 등의 발전으로 수 mm이하의 크기
를 가진 복잡한 3 차원 형상을 가진 부품에 대한
가공이 가능해졌다. 이들 부품은 마이크로 로봇, 마
이크로 액츄에이터, 마이크로 센서, 마이크로 펌프
등에 적용되면서 그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 비
록 이러한 부품들의 크기는 점점 작아지고 있지만,
이들 부품들은 대부분 CNC 밀링머신 등과 같은 일
반적인 생산 시스템을 통해 만들어지고 있으며 정
밀도를 요하는 부품의 경우 청정실 등도 필요하게
되어 생산 시스템은 더욱 복잡하고 커지게 된다.
이러한 기존 생산 시스템은 큰 작업 공간을 필요로
하고 더 많은 에너지를 요구한다. 그리하여 공간
및 에너지 절약, 용이한 운송, 환경친화성 등의 장
점을 가진 크기가 작은 소형 생산 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1
한편, 소형의 정밀한 부품을 만들고, 조립하고,
조작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넓은 작업영역을 가지면
서 서브 미크론 이하의 정밀도와 높은 말단장치
(end-effecter) 회전능력을 가지는 위치결정 기구가
필요하다. 서브미크론의 정밀도를 달성하는 방법은
압전 구동기(piezoelectric actuator)와 탄성 힌지

(flexure hinge) 메커니즘을 조합한 스테이지를 사용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스테이지는 작업영
역이 수백 ㎛이내 이며 말단장치의 회전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동과 미동
구동기(coarse and fine actuator)로 구성되는 이중 스
테이지 시스템(dual stage system)이 제안되었다.2-4
또한, 말단장치에서 높은 정밀도를 구현하기 위
해서는 센서 등을 이용하여 위치와 자세에 대한 정
보를 추출하여 피드백 제어(feedback control)를 해주
어야 한다. 이러한 피드백 제어를 위하여 센서를
사용할 경우 센서 설치를 위한 기구 제작과 조립과
정 등에서 오차는 피할 수 없으며 이는 기구 말단
장치(end-effecter)의 위치와 자세 정밀도에 영향을
준다.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오차원인을 분석하
고 기구학적 보정(kinematic calibration)을 해주어야
한다.5
이 논문은 3 자유도 초정밀 위치결정용 마이크
로 병렬기구 플랫폼의 구조와 높은 정밀도를 구현
하기 위하여 피드백 제어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또
한, 공칭 기구 파라미터로부터 여러 가지 오차인자
를 선정하여 이들 오차인자에 의해 발생하는 말단
장치의 오차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일
련의 과정은 마이크로 병렬기구 플랫폼의 기구학적
보정에 적용될 것이다.

2. 마이크로 병렬기구 플랫폼의 기구구조

3. 피드백 제어시스템의 기구구조

2.1 이중 스테이지 시스템

3.1 피드백 제어시스템

서브미크론의 정밀도를 달성하는 일반적인 방법
은 압전 구동기(piezoelectric actuator)와 탄성 힌지
(flexure hinge) 메커니즘을 조합한 스테이지를 사용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스테이지는 보통 작업
영역이 수백 ㎛이내이며 말단장치의 회전능력은 거
의 없다. 그리하여 넓은 작업영역에서 서브미크론
의 정밀도를 달성하는 실제적 방법은 조동과 미동
구동기(coarse and fine actuator)로 구성된 이중 스테
이지 시스템(dual stage system)을 사용하는 것이다.
즉 큰 운동범위와 구동력을 제공하는 조동 구동기
와 높은 위치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미동 구동기를
조합해 넓은 운동범위에서 높은 정밀도를 달성한다.
이러한 이중 스테이지 시스템에서는 보통 조동
구동기의 끝단에 미동 구동기가 직렬로 연결되는
구조를 가진다. 그러나, 직렬 이중 스테이지 시스템
은 큰 관성 질량을 가지기 때문에 시스템이 커지고,
낮은 속도와 잔류진동을 가지며, 주로 평면형 스테
이지에 적용되어 말단장치에 높은 회전능력이 요구
되는 곳에는 부적절하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논문에서는
이중 스테이지 시스템을 갖는 병렬기구를 제안하였
다.

설계한 3 자유도 마이크로 병렬기구 플랫폼은
서브미크론 단위의 높은 정밀도를 구현할 수 있어
야 한다. 이를 위해 플랫폼의 위치와 자세에 대해
피드백 제어가 필요하게 된다. 이를 위하여 플랫폼
에 3 개의 리니어 센서를 장착하여 센서 길이방향
의 정보를 얻는 구조를 고안하였다. 3 개의 길이 정
보로부터 기구학식을 이용하여 플랫폼 원점에서의
위치와 자세에 대한 값을 얻게 된다. 3 개의 리니어
센서를 장착하여 피드백 제어를 구현할 수 있는 마
이크로 병렬기구 플랫폼의 외관은 Fig. 2 와 같다.

2.2 기구구조
소형의 기계에 적합하도록 간단하고 말단장치에
높은 회전능력을 가진 새로운 기구를 고안하였다.
이 기구는 5x5x5 의 작업영역과, ±50 deg.의 플랫폼
의 회전각을 갖는다.
이의 기구학적 모델을 Fig. 1 의 좌측에 나타내
었다.6 여기서는 해석을 위하여 필요한 좌표와 각
링크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우측의 그림은 미동 구
동기를 포함한 완전한 기구구조를 보인 것이다.

Fig. 2 3D model of the micro parallel platform with
feedback system
이때 센서의 설치위치는 센서의 측정범위와 센
서와 플랫폼간의 간섭을 피할 수 있는 위치를 기준
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플랫폼 각 위치와 자세에
대한 값과 3 개의 센서 값 사이의 일대일 대응을
구현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였다. 센서 양측의
고정은 플랫폼의 회전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볼 조
인트를 이용하여 설계하였다.

3.2 기구학 해석
이 시스템은 하단의 마이크로 병렬기구 플랫폼
과 별도로 센서와 플랫폼 그리고 프레임으로 구성
된 별도의 병렬기구로 구성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피드백 제어를 구현하는 부분 즉 전
술한 센서, 플랫폼과 프레임으로 구성된 새로운 병
렬기구에 대한 해석을 실시함으로써 플랫폼의 위치
와 자세에 대한 값을 구할 수 있다.
Fig. 1 A kinematic model of the 3-DOF parallel
mechanism

3.2.1 센서 부착위치와 좌표
센서의 설치위치와 플랫폼의 원점 및 좌표 관계

는 Fig. 3 에 보인 것과 같다.
여기서 S i (i = 1, 2, 3)는 플랫폼에 부착된 센서
말단부의 좌표, Bi (i = 1, 2, 3)는 센서 프레임에 부
착된 센서 말단부의 좌표를 의미한다. 또한, O-xyz
는 플랫폼 중심에 위치하는 좌표축을 의미한다.

구학은 아래의 식(3)을 뉴튼-랩슨 방법(Newton
Raphson method)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S i − Bi ]T [S i − Bi ] − L2i = 0

(3)

4. 오차인자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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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ensor location and coordinate system

3.2.2 피드백 제어부의 역기구학
역기구학은 움직이는 말단장치 좌표계의 위치와
자세가 주어졌을 때, 해당 위치와 자세를 달성하기
위한 각 구동 관절의 관절값을 구하는 문제이다.
여기서 말단장치는 플랫폼, 구동 관절은 리니어
센서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좌표계 O-xyz 에 대하여 플랫폼의
운동이 x 방향 병진운동은 제한되며 y, z 방향의 병
진운동과 y 축에 대한 회전 β가 존재하는 3 자유도
기구이다. 따라서, 말단장치 즉 플랫폼과 연결된 센
서의 위치 S i 는 다음 식 (1)과 같이 표현된다.
S i = R⋅ M S i + P C
(1)
여기서, S i (i = 1, 2, 3)는 고정 기준좌표계에 대
M
S i (i = 1, 2, 3)는 움직이는 말
한 센서의 위치좌표,
단장치 좌표계에 대한 센서의 위치좌표 R 은 y 축
에 대한 회전행렬, PC 는 말단장치의 위치를 의미
한다.
따라서, 이 기구의 역기구학은 다음의 구속조건
식 (2)를 이용하여 풀 수 있다.
Li = S i − B i
(2)
Li ( i = 1, 2, 3) : 각 센서의 길이

3.2.3 피드백 제어부의 정기구학
정기구학은 각 구동관절의 관절값이 주어져 있
을 때 이에 해당하는 말단장치 좌표계의 위치와 자
세를 구하는 문제이다. 정기구학은 해석적으로 구
하기 힘든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치해석방
법을 이용하여 해결하였다. 피드백 제어부의 정기

이 시스템은 말단장치 즉 플랫폼에 리니어 센서
가 직접 연결된 구조로 피드백 제어를 해준다. 따
라서 하부 병렬기구부에 관계없이 피드백 제어부로
구성되는 병렬기구부분에 대해 기구학적 해석을 실
시하여도 말단장치의 위치와 자세를 얻을 수 있다.
오차인자를 추출하는데 있어 센서와 말단장치,
센서와 프레임 사이를 연결하는 볼 조인트 부분에
서는 이상적으로 결합되어 오차가 발생하지 않는다
는 가정을 해주었다. 이러한 가정에 따라 말단장치
에 센서를 결합해주는 부품, 상부 프레임에 설치되
어 센서를 결합해주는 부품의 x, y, z 축에서 벗어나
는 오차와 말단장치인 플랫폼이 조립될 때 어긋나
게되는 자세오차만을 고려대상으로 선정하였다(총
21 개). 이에 대해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말단장치측 위치오차 : ∆S xi , ∆S yi , ∆S zi
프레임측 위치오차 : ∆B xi , ∆B yi , ∆B zi
말단장치 자세오차 : ε x , ε y , ε z

4.2 오차인자를 고려한 기구학 해석
오차인자를 고려한 정기구학 해석은 다음 식(4)
를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

[S

'
i

− Bi'

] [S
T

'
i

]

2

− Bi' − L'i = 0

(4)

여기서,

S i' = R ' ⋅ M S i' + P C

⎡ cos β
R = ⎢⎢ 0
⎢⎣− sin β
'

0 sin β ⎤ ⎡ 1
⎢
1
0 ⎥⎥ ⎢ ε z
0 cos β ⎥⎦ ⎢⎣− ε y

−εz
1

εx

εy ⎤
⎥
−εx ⎥
1 ⎥⎦

S i' = M S i + ∆ M S i
Bi' = Bi + ∆Bi

M

4.3 오차인자에 의한 영향 분석
각 오차인자들간의 정량적 비교를 위하여 민감
도 해석을 하였다. 먼저 앞에서 고려한 오차인자
중 오직 한가지 해당 오차인자만 독립적으로 발생
한다는 가정을 하였다. 분석 절차는 Fig. 4 에 나타
내었다.
이때 오차인자의 오차량은 3 가지 종류에 대해
각각 3 가지 레벨로 나누어 고려해 주었다. 즉 말단
장치 오차인자의 오차량은 각각 10, 20, 40 ㎛, 프레

임측 오차인자의 오차량은 각각 20, 40, 80 ㎛, 말단
장치 자세 오차인자의 오차량은 각각 0.25, 0.5, 1.0
deg.를 고려하였다.
Cartesian space test path
(end-effector)
Nominal Inverse kinematics

Joint space conversion

Compare:
Sensitivity analysis

Error components perturbation
( Level 1, 2, 3 errors )

Forward kinematics
including error models

Calculated Cartesian space test path

레벨 1 (10 ㎛, 20 ㎛, 0.25 deg.)의 경우에 대한
말단장치 원점에서 측정되는 오차량을 Table 1 에
정리하였다. 레벨 2, 3 의 경우도 경향은 유사하다.
이로부터 각 오차인자가 말단장치의 오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다.
Table 1 Error data according to error components(Level 1)

1
2
3
4
5
6
7
8
9

ΔSx1
ΔSx2
ΔSx3
ΔSy1
ΔSy2
ΔSy3
ΔSz1
ΔSz2
ΔSz3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ΔBx1
ΔBx2
ΔBx3
ΔBy1
ΔBy2
ΔBy3
ΔBz1
ΔBz2
ΔBz3
εx
εy
εz

0.0074
0.0074
0
0.0102
0.0102
0
0.0110
0.0110
0
0.0957
0
0.0594

본 연구에서는 정밀한 위치제어가 가능한 소형
의 마이크로 병렬기구 플랫폼에 대한 기구적 특성
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정밀한 위치제어가 가능하
도록 3 개의 리니어 센서를 이용한 피드백 시스템
에 대해 소개하였다.
리니어 센서로 구성된 피드백 시스템은 별도의
병렬기구로 해석하였다. 이 때 정밀한 제어를 위해
서는 기구학적인 보정이 필요하게 되며 이를 위해
먼저 발생 가능한 오차인자를 선정하고 이들 오차
인자에 의해 발생되는 말단장치 즉 플랫폼에서의
오차량을 구하여 각 오차인자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후 기

Fig. 4 The procedure of sensitivit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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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Level 1
Δz
0.00775
0.00775
0.0136
0.0101
0.0101
0.0003
0.0104
0.0104
0.0192

Δβ
0.0287
0.0287
0.0556
0.0240
0.0240
0.0007
0.0247
0.0247
0.0399

0.0088
0.0088
0.0120
0.0202
0.0202
0.0007
0.0221
0.0221
0.0456
0.0014
0.0003
0.0012

0.0326
0.0326
0.0492
0.0481
0.0481
0.0015
0.0523
0.0523
0.1039
0.0015
0.2506
0.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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