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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병렬 케이블로봇은 케이블을 구동기로 사용하는 새로운 개념의 병렬로봇으로, 대형작업공간과 고
동특성 거동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이를 활용한 산업분야 응용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초대형 전
파망원경이나 스포츠중계용 고속이동 촬영시스템에 사용되고 있으며, 케이블 로봇 제어의 강건성과 정
밀성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병렬 케이블로봇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윈치시스
템은, 엔드이펙터에 연결된 케이블의 길이와 장력을 조종하여 병렬 케이블로봇을 제어하는 핵심구성요
소다. 본 논문에서는, 주요 윈치에러 요인들을 감지하는 센서를 윈치에 탑재하고 에러 대응 알고리즘을
개발 및 사용함으로써, 윈치의 에러 대응성을 높여 로봇의 강건성을 향상시킨 스마트 윈치시스템의 개
발 내용과 병렬 케이블로봇에 적용한 결과를 보인다.
Abstract: The cable-driven parallel robot (CDPR) is a new type of robot different from traditional serial and
parallel robots, with a large workspace and high dynamic characteristics. Applications of CDPR in industrial
fields have significantly increased. In particular, CDPR has been successfully applied to huge radio telescope
systems and high-speed moving camera systems for sports broadcasting. Along with diverse applications, various
studies are being conducted to improve the robust and precise control of CDPR. Among the components of
CDPR, the winch that controls cable length and tension is one of the key components directly affecting control
performance. An algorithm utilizing sensors equipped in a winch to detect winch errors can improve the
robustness of robots by providing the winch with the ability to compensate for errors. Performance testing of the
smart winch system was carried out, including CDPR positioning tests using the smart winches.

1. 서 론

다른 새로운 개념의 로봇으로, 대형 작업공간과
고동특성 특징을 활용하여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

병렬 케이블로봇은 기존의 직렬, 병렬로봇과

†Corresponding Author, cskim@jnu.ac.kr, jop@j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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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고 있다. 대형 작업공간에 적용된 케이블로
봇으로

대형

전파망원경,

Five-hundred-meter

Aperture Spherical radio Telescope(FAST)(1)와 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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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chematics of smart winch system including
motor drive and controller
Fig. 1 Schematics of cable-driven parallel robot : a
suspended type using eight cables
츠중계용 촬영시스템, Spidercam®(2)이 개발되었다.
또한, 대형 플랜트 조립용,(3) 고하중 이송조립
용 (4,5) 및 고속 이송용(6) 시스템, 재활 시스템 등(7)
의 다양한 분야에서 병렬 케이블로봇 활용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 병렬 케이블로봇 핵심연구 분
야인 장력제어,(8) 작업공간 분석,(9) 진동제어 등(10)
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b) Schematics of sensor integration in smart winch
Fig. 2 Schematics of smart winch system

병렬 케이블로봇은, Fig. 1에 보이는 것과 같이
외부 프레임, 엔드이펙터, 다수의 유연 케이블,

본 논문에서는 케이블길이제어 정밀성을 확보

윈치, 풀리, 등으로 구성된다. 엔드이펙터의 위치

하기 위한 윈치 설계 내용을 기술하고, 제작된

는 연결된 다수의 케이블을 각각의 윈치로 길이

스마트윈치 시스템의 기하학적 정밀도 검증 및

를 변경하여 조종된다. 병렬 케이블로봇 기술을

성능 실험을 통해 개발된 윈치의 성능사양을 확

산업용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로봇의 구동

인한 결과를 보인다. 또한, 개발된 스마트윈치

기인 윈치의 강건성이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 윈

시스템을 병렬 케이블로봇에 적용하여 평면케

치 강건성을 개선하기 위해, 주요 윈치 에러를

이블로봇을 구성하고 위치제어정밀도를 평가하

감지 및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시스템이 윈치에

여 병렬 케이블로봇의 정밀도를 확보한 실험도

적용될 수 있다.

설명한다.

기존의 윈치 시스템들은 크레인이나 호이스트
와 같은 형태로, 주로 중량 물품 이송, 선박 고
정, 등의 용도로 사용되어, 무거운 물체를 들어

2. 강건한 정밀 윈치시스템
설계 및 제작

올리거나 고정시키는 단순이송작업에 사용되기

스마트윈치시스템은 윈치, 에러요인 감지센서

때문에 정밀하고 강건한 윈치 제어성능이 요구되

및 통합/통신보드, 통합제어기를 포함하는 시스템

지 않는다. 그러나, 산업용 병렬 케이블로봇의 구

이다. 스마트윈치시스템에서 케이블길이제어 성

동기로 활용하기 위해 정밀하고 강건한 윈치 시

능과 직결되는 드럼가공정밀도와 윈치구동성능

스템이 필요하다. 따라서, 에러 요인에 대응 가능

사양의 목표치는, 길이제어성능 목표(이동거리 대

한 스마트 윈치를 개발하여 병렬 케이블로봇에

비 1/1000 정밀도)를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각 세

적용함으로써, 확보된 윈치 구동기의 정밀성과

부윈치 목표 사양은 Table 1과 같다.

강건성을 바탕으로 병렬 케이블로봇의 정밀, 강
건 제어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2.1 스마트윈치 설계

이러한 윈치를 개발하기 위하여 정밀 윈치를

병렬 케이블로봇을 정밀 위치제어하기 위해,

제작하고 주요 에러요인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

윈치 드럼의 가공정밀도는 0.1 mm 이내로 제작되

들을 윈치와 윈치 제어시스템에 통합하여, Fig. 2

었다. 이는 250 mm 지름의 드럼의 경우 2 m의 케

와 같은 스마트 윈치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블인출 시, 1/1000인 2 mm 오차정밀도 허용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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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Winch specifications of the smart winch
system
Specification

Unit

Target
value

Machining precision in drum
diameter

mm

0.1

Drum diameter

mm

250

Drum length

mm

750

Winch cable length

mm

50,000

Weight

kg

66

Rated load

kg

300

Rated speed

RPM

1,300

Precision of cable length control

mm

2

Precision of cable tension control

N

5

(b) 6 mm thickness, 0.090 mm deformation

Position repeatability of
cable-driven parallel robot

mm

5*

Fig. 4 Simulations of drum deformation when
applying a load of 300 kg at the middle

* 5 mm는 이동거리 5 m 에서의 목표치 (1/1000)

(a) 15 mm thickness, 0.015 mm deformation

를 발생시키는 케이블 이탈을 감지하는 레이저단
차센서, 레벨와인더의 최대구동범위를 감지하는
리밋 스위치의 취부가 통합 설계되었다. Fig. 3은
최종 설계안 윈치의 3D 모델이다.
2.1.1 스마트윈치 변형 시뮬레이션
윈치의 핵심부품인 드럼의 두께는 경량화와 드
럼 변형에 의한 정밀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설
계 변수이다. 두께 감소에 의한 드럼의 경량화는,
두께 1 mm 감소에 의해 약 7 %(1.5 kg, 두께 15
mm 기준)의 무게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
나, 얇은 두께의 드럼은 가공 난이도가 높으며,

Fig. 3 3D model of smart winch

두께 감소는 케이블 인출점을 변경시킬 수 있는
드럼 변형량이 증가하여 케이블 길이제어 에러에

건에서 가공정밀도에 의한 에러 기여도를 약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250 mm 지름 드럼

50% 이하로 유지하도록 고려된 수치이다.

의 제작이 용이한 최소 두께가 15 mm인 가공조건

또한, 병렬 케이블로봇의 설치유연성을 제고하

에 따라, 드럼의 3D 모델을 사용하여, 15 mm 두

기 위해 윈치 경량화가 고려되었다. 윈치 경량화

께(약 22 kg)에서의 정격하중(300 kg) 시의 드럼

를 포함한 정밀도와 강건성 향상을 위한 설계에,

변형량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변형량을 확인하

드럼홈, 레벨와인더, 에러 감지 센서 취부, 등이

였다. 이와 더불어, 추후 드럼두께 가공기술 개선

포함되었다. 윈치 경량화를 위해서 부피를 최소

시의 변형량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6 mm 두께

화하도록 부품 간의 간격을 최소화하였고, 케이

(약 9 kg) 드럼 변형량 분석을 추가로 진행하였다.

블길이 제어 정밀도를 보장하기 위해 케이블을

Fig. 4와 같이 하중 300 kg 시, 드럼의 변형량은

드럼홈에 단일겹으로 감는 방식과 레벨와인더를

각각 0.015 mm와 0.090 mm로 분석되어, 두 경우

적용하였다. 또한, 케이블 늘어남에 의한 인출길

모두 케이블길이 제어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이 무

이 에러를 보완하기 위해 실제 인출된 길이를 측

시될 수 있다. 추가적인 윈치 경량화는, 드럼 이외

정할 수 있는 엔코더, 케이블강성을 변화시키는

의 부품들(측면판, 레벨와인더, 등)에서 부품형상

온도변화를 감지하는 센서, 케이블길이제어 오류

변경 등을 통해 부피 및 무게를 최소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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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easurement
specifications
Specification
Machining precision
in drum diameter
Drum diameter

and

validation

of

winch

Unit

Target
value

Measured
value

mm

0.1

0.07

mm

250

250.06

Drum length

mm

750

750.84

Winch cable length

mm

50,000

54,600

Weight

kg

66

57.5

(a) Repetitive lifting and lowering (left) with a load
of 304.0 kg (right)

(a) Smart winch with polymer cable wound

(b) Angular speed test result up to 1350 RPM
Fig. 6 Tests for allowable load rating and angular
speed
(b) Sensor data collection/transmission board
Fig. 5 Smart winch and sensor data board

2.2.2 구동성능 실험
정격하중과 정격속도 사양은 각각 크레인 저울

2.2 스마트윈치 제작 사양 및 성능 시험

과 타코미터(KONEX, EE-2N)를 사용하여 그 성

스마트윈치는 Fig. 5와 같이 윈치와 센서통합/

능을

측정하였다.

윈치

구동에

사용된

모터

통신보드가 총 4세트 제작되었으며, 제작된 윈치

(BO-SCH, MSK071E)의 사양은 최대토크 84 Nm,

를 사용하여 각 사양의 목표치 달성 여부를 확인

최대속도 4,200 RPM이다. 정격하중은 크레인 저

하였다. 병렬 케이블로봇의 위치정밀도 사양은,

울로 측정된 304.0 kg의 하중을 윈치로 5회 반복

제작된 4개의 스마트윈치시스템을 모두 사용하여

구동(하중의 상승, 하강 반복) 후 정상 작동 유무

4개의 케이블을 사용하는 평면 케이블로봇을 구

를 확인하였고, 정격속도는 목표치보다 높은 수

성하고 성능확인 실험을 수행하였다.

치로 1,350 RPM까지 가속 후 일정시간(약 1.6
sec) 유지하고 감속하는 시험을 3회 반복하고 정

2.2.1 기하학적 사양 목표치 확인

상 작동 유무를 확인하였다. 정격속도 성능 실험

기하학적 사양 항목인 드럼 가공정밀도, 지름,

은 드라이버의 속도제어 기능을 활용해 수행되었

길이, 케이블인출 길이, 경량화는 레이저 트랙커

다. Fig. 6은 정격하중 및 속도 시험 결과이다.

(Leica, AT401), 레이저 거리측정기(BOSCH, GLM

케이블길이 제어정밀도는 윈치의 케이블길이

80), 크레인 저울(CAS,TMZ-1K)을 사용해 측정되

보정작업 후 수행되었으며, 단일 케이블에 20 kg

었다. 각 항목들의 측정 수치는 Table 2와 같다.

하중 시 케이블 인출길이 2 m 반복 시의 길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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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ositions reached when commanded from
(0,0) to (-500,0) and (+500,0) consecutively

→ (-500,0)

Fig. 7 A planar cable robot composed of four smart
winches, no. 1, 2, 3, and 4 and end-effector
carrying a load of 20 kg
어 정밀도(0.8 mm)를 확인하였다. 윈치 케이블길
이 보정 방법으로, 레벨와인더의 이동과 하중에
따른 케이블 난형화(반지름 감소)를 고려할 수 있

No.
1
2
3
4
5
6
7
8
9
10

(0,0)
x
-500.136
-500.195
-500.271
-500.130
-500.076
-500.135
-500.134
-500.104
-500.113
-500.120

y
-0.020
0.029
0.069
0.100
0.040
0.030
0.120
0.120
0.080
0.050

(-500,0)
x
499.912
499.874
499.790
499.832
499.880
499.831
499.802
499.863
499.886
499.933

→ (+500,0)
y
0.009
-0.011
0.058
0.058
0.019
-0.011
0.088
0.038
0.049
0.069

도록 윈치전달비(winch transmission ratio) 실험을
통해 측정 및 적용하여 케이블길이 제어 정밀도
를 개선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윈치 전달비
는 식 (1)과 같이, 케이블길이 변화량, ld와 이 때
의 모터엔코더 카운터 변화량, me의 비율로 정의
될 수 있다. 1번 윈치의 경우, ld = 3,903 mm 이동
시의 모터엔코더 변화량 me = 1797893가 측정 및
사용되었다.
(1)

Fig. 8 Position repeatability test points when
commanded from (0,0) to (-500,0) and (+500,0)
consecutively

케이블 장력 제어정밀도는 200 N 장력증가실험

목 및 시험방법”에 기재된 식 (2)를 적용하여 계

윈치 전달비 = me / ld

(step input 사용)에서 장력제어 성능을 측정하였
고, 정상상태 오차(3.7 N)로 목표치를 만족하였다.
병렬 케이블로봇 위치정밀도 측정을 위해, 제
작된 4개의 스마트윈치를 사용하여 Fig. 7과 같이
평면 병렬 케이블로봇을 구성되었으며, 6 mm 폴

산되었다.

      

  
 이며,  와   는,

   



리머 케이블(Dyneema D-Pro 01505-0600)이 사용
되었다.
구성된 평면 병렬 케이블로봇은 위치정밀도 측


      
     
  ,   

(2)



   






 

정 전에, 레이저센서를 사용하여 병렬 케이블로
봇의 기하학적 구성을 보정하는 김학준 등(11)의
연구결과를 사용하여 스마트윈치의 최종 풀리 위

식 (2)의 위치 반복정밀도 RPl은, n개의 도달위
치 평균값( 
, 
 )과 각 도달위치(  ,   ) 간의 거

터 x축 방향으로 –500 mm 이동, +1,000 mm 이동

리  의 평균값  와 거리표준편차   의 3배수의
합으로 표현된다. 도달위치의 평균값( 
, 
 )은 각
도달위치 점들의 클러스터의 무게중심 좌표이며,

시의 위치로 도달 위치에서의 반복정밀도를 광학

RPl은 무게중심 좌표를 중심으로 하는 원의 반지

센서(NDI ProCMM)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름이다.

치를 보정하였다. 위치정밀도 측정에 사용된 위
치는, Fig. 8과 같이 로봇의 홈 위치(원점)에서부

이동은 10회 반복되었으며, 각 이동별 위치 측정
값은 Table 3과 같다.

Fig. 9에서와 같이, 각 이동점에서의 반복정밀
도는 각각 0.096 mm과 0.079 mm로 측정되었으며,

위치 정밀도는 Table 3의 측정값들과 KS B

목표치 5 mm(이동거리의 1/1000)의 5 m 이동조건

ISO 9283 “산업용 머니퓰레이팅 로봇 — 성능 항

을 고려할 때, 1 m 이동 시의 1/1000인 1 mm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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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easurement
specifications

and

validation

of

winch

and (500,0) consecutively

Target Measured
value
value

Specification

Unit

Rated load

kg

300

304.0

Rated speed

RPM

1,300

1,350

Precision of cable length
control

mm

2

0.8

Precision of cable tension
control

N

5

3.7

Position repeatability of
cable-driven parallel robot

mm

5

0.096

Fig. 10 Winch data collection/transmission by sensor
board

(a) Positions reached when commanded from (0,0) to
(-500,0) and position repeatability,    0.096 mm

Fig. 11 Smart winch sensor data receiver program
내를 달성하였음을 확인하였다. Table 4는 윈치
구동 성능사양에 대한 측정치이다.

3. 윈치 상태 모니터링 시스템
케이블 및 윈치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센서
통합/통신보드를 개발하고 윈치의 각 취부에 부
착하였다. 센서들은 2.1절에서 언급한 엔코더, 온
도센서, 단차센서, 근접센서와 로드셀이 사용되었
으며, Fig. 10과 같이 STM32 Nucleo-64 개발보드
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취득하고, 얻어진 데이터
는 블루투스를 이용하여 제어기(Beckhoff, C66500050)로 송신하였다.
(b) Positions reached when commanded from (-500,0)
to (500,0) and position repeatability,    0.079 mm
Fig. 9 Results of position repeatability tests when
moving from (0,0) to the points (-500,0)

근접센서와 단차센서 데이터는 변동 즉시, 그
외의 데이터는 매 10 ms 마다 송신하였다. 수신
받은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윈치 제어 프로그
램인 TwinCAT으로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하여

견실한 병렬 케이블로봇을 위한 스마트윈치시스템 개발
Fig. 11의 프로그램을 작성하였다. TwinCAT과의
데이터 통신은 TwinCAT ADS(Automation Device
Specification)를 사용하였다.

4. 결 론
본 논문은 병렬 케이블로봇의 정밀하고 강건한
제어를 위해 스마트윈치시스템을 설계 및 제작하
였다. 개발된 스마트윈치시스템의 기하학적 사양
과 성능 사양을 실험을 통해 검증하였으며, 목표
치에 도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각 센서 데
이터를 통합, 통신하는 보드를 제작하여 센서 데
이터 송신을 확인하였다. 추후, 탑재된 센서를 사
용하는 강건성 개선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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