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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연구

PAL Robotics, 마그네틱 엔코더 기술
통합으로 로봇 균형 유지

고객:

PAL Robotics SL, 스페인
바로셀로나

산업:

전자산업

도전과제:

솔루션:

공간, 정확성, 속도와 같은 설계
제약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2족
휴머노이드 균형을 달성하는 과제
해결.

Renishaw 현지 전문 기술자
및 지원팀이 지원하는 다양한
RLS 마그네틱 엔코더.

소개
이 사례 연구에서는 주로 PAL Robotics의 실물 크기
2족 휴머노이드 로봇 연구 플랫폼인 REEM-C를 다룹니다.
REEM-C는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는 로봇 제품군 중 하나로,
내비게이션, 머신비전, 인간-로봇 상호작용, 인공 지능,
쥐기, 보행, 음성 인식 등 흥미 진진한 영역에 완벽한 사용자
맞춤형 연구 기반을 제공합니다.

배경
로봇이 직장에서 생산성을 높이거나 공항에서 수하물을
운반하거나 노인 생활에 보조 수단을 제공하는 세상을
상상해보십시오. 바로 이것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PAL
Robotics SL이 만들고 싶어하는 현실입니다. 바르셀로나
테크놀로지 지구 심장부에 자리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람블라스(Las Ramblas) 거리에서 도보로 갈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한 이 혁신적인 회사가 그러한 로봇 개발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로봇 설계와 프로그래밍, 조립은 모두 바르셀로나 PAL

PAL Robotics의 실물 크기 2족 휴머노이드 로봇 REEM-C

Robotics 지사에서 진행되며, 엔지니어팀이 로봇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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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과제
PAL Robotics의 CTO, Luca Marchionni(사진 오른쪽)는

약간의 탄력성이나 비선형성을

사람에게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보행 중 균형 유지가 가장

갖고 있는 감속 기어를 사용할

어려운 과제라고 지적합니다.

때에는 균형 유지가 상당히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따라서

발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다양한 자유도를 확보하기

모터의 위치와 관절의 위치를 모두

위해 궤도를 생성 및 실행하는 일이 보행에 수반됩니다.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족 보행 로봇 제어 시스템은 두 단계 전환을 처리해야

PAL Robotics (스페인)

합니다. 바로 두 발을 지면에 디딘 두 발 지지 단계와 한
발만 디딘 한 발 지지 단계입니다.
이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제어 법칙 설계는 로봇 동역학의
본질적인 비선형성 속성 때문에 매우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때로 이러한 설계는 분석학적으로 수행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너무 복잡해서 단순한 시행착오를 거쳐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대신에 로봇의 ‘이상적인 경로’를
규정하고, 수치적 방식으로 그 경로에 대한 최적 근사치를
계산하는 궤적 최적화라는 수치 접근법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최적’ 에 대한 기준은 로봇의 이상적인 경로와
물리적 한계를 모두 고려하도록 특별히 선정된 비용
함수에 의해 결정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관절 설계에는 로봇 체적과 관성을
최대한 낮게 유지하기 위해 엄격한 공간 및 무게 제약이
적용됩니다. PAL Robotics의 많은 로봇은 인체 크기이며

균형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각 관절에 피드백 시스템을
구현하여 REEM-C와 같은 로봇의 안정성을 평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균형점(Zero Moment Point, ZMP)를
계산합니다. 측정된 ZMP는 ‘퍼지 로직(fuzzy logic)’ PD
컨트롤러에 입력되고 원하는 ZMP를 추적함으로써 균형
유지와 외란 제거를 달성합니다.
컨트롤러의 목표는 로봇의 질량 중심 (CoM) 위치를 조정하여
ZMP 지점을 항상 지지 영역(발 아래) 안에 유지하는

자유도가 최대 40 가지에 달합니다.

것입니다. 2족 동적 보행에 성공하려면 로터리 엔코더

솔루션

정밀하게 제어해야 합니다.

피드백을 통해 위치, 속도 및 가속도에 대한 다리 관절 각을

REEM-C와 PAL Robotics의 다른 휴머노이드 로봇들은
작업에 따라 광범위하고 복잡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
완벽한 관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크, 속도 및 위치
측면에서 각 관절의 서보 제어에는 우수한 품질의 엔코더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Renishaw는 이 회사에 필요한
사항과
제품을
충분히
파악하고, 각 용도에 적합한
엔코더를 PAL Robotics에
추천하고 조언했습니다.
Renishaw 제휴사 RLS의
비접촉식 마그네틱 엔코더가
솔루션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무릎에 내장되는
AksIM™, Orbis™ 등의
로터리 엔코더(왼쪽 사진),

걷는 단계에서 한 발로 균형을 유지하는 REEM-C

RLS 엔코더는 수많은 구성으로 지원됩니다.
다양한 통신 프로토콜, 센서 크기 및 인터페이스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의 폭이
다양할수록 더 작고 가벼우며 기능이 풍부한
로봇을 제작하는데 유리합니다.

손목과 팔꿈치 관절 및

PAL Robotics (스페인)

구성품에 증분형 RoLin™
REEM-C knee joint with AksIMTM
absolute rotary encoder system

시스템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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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균형 제어는 안정적인 2족 보행에 특히 중요하며, 엔코더
출력을 통해 로봇 자세를 추정하고 모든 관절이 움직여야
하는 위치, 속도 및 가속도 기준치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틱 엔코더는 PAL Robotics에 유연한 위치 측정
솔루션을 제공하며, 엄격한 공간 및 성능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선별된 엔코더는 다양한 디자인
유연성을 갖는 여러 가지 탁월한 기능이 있습니다.
균형 제어는 각 관절에 작용하는 순간 토크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실현되며, 안정적인 보행 동작을 위해 각 로봇
다리의 정확한 위치 설정이 가능합니다. 엔코더 정확도가
높아 제어 신호 오차가 최소화되므로, 발의 지지 영역
내에서 ZMP가 항상 유지되도록 컨트롤러가 로봇 위치를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팔꿈치와 손목 관절에 AksIM 및 Orbis 로터리 엔코더를
장착한 REEM-C

PAL Robotics 소개
PAL Robotics는 광범위한 용도의 첨단 휴머노이드
및 서비스 로봇을 설계, 제작합니다. 꿈을 지닌 6명의
엔지니어가 2004 년에 이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PAL
Robotics의 최초 로봇은 REEM-A라고 하며, 체스 게임을
하는 로봇암 프로젝트에서 탄생했습니다. 이후 PAL
Robotics 제품이 계속 추가되어 왔으며, 현재 가정 및
산업 환경에서 사람들을 보조하도록 설계된 TIAGO
를 포함하여 6가지 로봇 모델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로봇인 TALOS는 손이 닿기 힘든 곳에서
나사를 조이는 작업과 무거운 공구를 취급하는 작업자를
보조하는 일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생산 라인에서
활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PAL Robotics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RLS 정보
RLS d.o.o는 Renishaw의 제휴사입니다. RLS는 산업
자동화, 금속 가공, 섬유, 패키징, 전자 칩/보드 생산, 로봇
등의 분야에 사용되는 견고하고 광범위한 마그네틱 로터리
및 리니어 모션 센서 제품군을 생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RLS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rls.si

있습니다:
www.pal-robotics.com

자세한 내용과 사례 연구 동영상은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rls.si/magnetic-encoders-for-industrial-robotics
RLS Merilna tehnika d. o. o.
Poslovna cona Žeje pri Komendi
Pod vrbami 2
SI-1218 Komenda
Slovenia

T +386 1 5272100
F +386 1 5272129
E mail@rls.si
www.rls.si

연락처 정보는 www.rls.si/contact 를 참조하십시오.
RLS D.O.O. HAS MADE CONSIDERABLE EFFORTS TO ENSURE THE CONTENT OF THIS DOCUMENT IS CORRECT AT THE DATE OF PUBLICATION BUT MAKES NO WARRANTIES OR REPRESENTATIONS
REGARDING THE CONTENT. RLS D.O.O. EXCLUDES LIABILITY, HOWSOEVER ARISING, FOR ANY INACCURACIES IN THIS DOCUMENT.
© 2018 RLS d.o.o. All rights reserved.
RLS d.o.o. reserves the right to change specifications without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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