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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하모닉 감속기는 일반적으로 wave generator와 flexspline, 
circular spline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군용 레이더, 위성 카메라

와 같은 정밀 기구부터 전기식 구동기를 사용하는 다관절 로봇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1-3]. 하모닉 감속기는 위 3개

의 주요 부품만으로 높은 기어비를 구현할 수 있어 작은 모터로 

큰 토크를 발생시킬 수 있고, 기어의 백래시가 거의 없어 정밀한 

위치 제어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고 기어비에도 불구하고 효율이 

높은 장점이 있다. 반면 하모닉 감속기는 동마찰 특성이 비선형적

이고 히스테리시스가 있으며 50:1 이하의 저 기어비에서 마찰손

실이 유성기어에 비해 크다는 단점이 있다[4,5]. 따라서 최근 조명 

받고 있는 저 감속 형태의 협업 로봇의 고성능 위치 제어나 힘 

제어를 위해서는 하모닉 감속기의 마찰을 적극적으로 보상할 필

요가 있다.
마찰력은 접촉하는 물체의 움직임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비선

형 현상이며, 정적 마찰력과 속도 혹은 각속도에 비례하는 마찰력

이 존재한다. 회전하는 물체의 경우 힘이 아닌 마찰 토크를 고려

해야 하며[6], 이러한 하모닉 감속기의 특성은 전기식 구동기의 

정밀한 제어 성능을 악화시킨다. 마찰 토크를 보상하는 방법은 

보편적으로 잘 알려진 LuGre 마찰 모델[7]과 같이 구동기의 특성

과 각속도에 비례하는 모델이나 Coulomb & Viscous 마찰 모델

(Fig. 1(a) 참조), 또는 Dahl 마찰 모델[8]과 같이 구동기의 각속도

에 비례하는 마찰 모델을 이용한다. 위 마찰 모델들의 공통점은 

마찰 토크가 단순히 구동기의 각속도에 따라 증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마찰 모델의 식에 각속도의 방향과 크기에 대한 마찰 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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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의된다. 이러한 하모닉 감속기에 의한 마찰 손실을 마찰 보상 

모델을 이용하여 보상하면 하모닉 감속기를 사용한 전기식 구동

기의 토크 기반 제어 시스템의 성능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각속도의 방향과 크기를 이용한 모델링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마찰 보상 모델은 기존의 마찰 보상 모

델과는 달리 마찰토크와 각속도 이외에 각가속도 데이터가 고

려되었으며, 또한 측정된 데이터를 각속도와 각가속도의 부호

에 따라서 4분할하여 모델링을 하였다. 각가속도를 고려한 이

유는 Fig. 1(b)에서와 같이 실제 실험을 수행했을 때 각속도의 

변화율과 방향에 따라 마찰 토크-각속도 그래프가 달라지기 때

문이다. 구체적으로, 각속도에 따른 토크 곡선 그래프의 경로가 

각속도가 증가 할 때와 감소 할 때 다른 현상, 즉 히스테리시스

가 발생하는데 각속도와 각가속도의 방향 정보를 포함한 그래

프를 통해 히스테리시스를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의 정

보와 데이터로부터 5차 다항식 형태의 마찰 모델을 도출하였

다. 도출된 마찰 모델을 1자유도 테스트 플랫폼에 적용하고 역 

구동시 토크 센서에서 측정하는 저항 토크가 얼마나 줄어드는

지 측정하였으며, 2자유도 테스트 플랫폼에 적용하여 원 운동 

모션을 수행할 때 끝점의 위치 추종성능을 실험적으로 비교하

였다.

2. 마찰 토크 모델링
2.1 1자유도 테스트 플랫폼 소개

저자들은 본 연구를 위하여 하모닉 감속기에 의한 마찰 토크의 

데이터를 측정하기 위한 1자유도 테스트 플랫폼을 설계하였다

(Fig. 2). 본 플랫폼의 전반적인 사양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본 

플랫폼은 Harmonic Drive사의 SHD 20-50-2SH 모델을 테스트

하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플랫폼의 역 구동을 보다 원할하게 수행

하기 위하여 알루미늄 재질의 손잡이를 부착하였으며, 또한 손잡

이와 하모닉 감속기의 출력 플랜지 사이에 토크 센서를 부착하여 

하모닉 감속기에 의하여 생기는 마찰 토크를 측정하였다. 구동기

의 각속도는 모터 제어기에서 고속 필터링한 값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수치 미분하여 각가속도를 얻어내었다. 토크 센서의 데이터

는 100 Hz의 주파수로 데이터를 저장하며, 모터 제어기도 마찬가

지로 100 Hz의 주파수로 토크 명령을 전달한다.

2.2 마찰 토크 데이터 측정
마찰 토크 데이터의 측정 실험은 앞서 소개한 1자유도 테스트 

플랫폼을 수동으로 역 구동함으로써 시행되었다(Fig. 3). 또한 본 

실험에서 얻은 토크 데이터는 모터의 출력부 즉, 하모닉 감속기를 

거친 외부에서 데이터를 측정하였고, 감속비 50:1을 고려하여 감

속기 입력축의 마찰 토크를 얻어내었다. 데이터를 측정하는 실험

Fig. 1 Conventional and proposed friction-velocity model

Fig. 2 1-DOF test platform

Table 1 Specifications of 1-DOF test platform

Overall Size
Width Height Depth

360 mm 1025 mm 385 mm
Controller Elmo Motor Controller

Actuator Kollmorgen BLDC Motor
Harmonic Gear (Gear Ratio 50:1)

Power 5 V, 12 V, 96 V
Sensor Torque Sensor, Enco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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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마찰 토크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고 실험을 하였다. 첫 

번째로 구동기가 정지하고 있을 때 움직이기 위하여 극복해야 하

는 정지 마찰, 두 번째로 정지 마찰을 극복한 후 생기는 동적 마찰

로 구분을 하였다. 위 두 가지의 마찰 형태의 사이에는 통상 잘 

알려진 Stribeck 효과가 발생한다(Fig. 1). Stribeck 효과를 관측

하기 위하여 실험 과정을 세 가지로 나누어 실험하였다. 첫 번째로 

구동기의 속도가 가능한 0에 가깝도록 저속으로 역 구동하여 실험

하였고, 두 번째로 일반 속도와 고속에서의 실험으로 나누어 실험

했다. 마지막으로 속도를 다양하게 변경하면서 데이터를 측정하였

다. 최종적으로 Fig. 4와 같이 각속도, 각가속도에 따른 마찰 토크 

데이터를 얻어내었다.

2.3 마찰 토크식 모델링
위의 Fig. 4를 통하여 각속도와 각가속도, 마찰 토크간의 관계에

서 일정한 패턴의 궤적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했으며, 히스테리시

스 현상도 관측할 수 있었다. Fig. 4의 빨간색 궤적은 빠른 속도로 

정방향으로 움직이다 멈추는 행동을 1회 실행했을 때 발생하는 궤

적이다. 낮은 속도에서의 동작을 그래프로 나타내었을 때 Stribeck 

효과와 더불어 히스테리시스를 Fig. 5와 같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본 그래프를 통하여 각속도와 각가속도의 방향성에 따라서 히스

테리시스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위 그래프를 토대로 

커브 피팅을 수행하여 각속도와 각가속도에 대한 5차 다항식으로 

마찰 모델을 도출하였다. 이때, 실제 데이터와 모델간의 root 
mean square error (RMSE) 가 가장 적게 도출되는 모델 형식과 

최소 차수로 피팅하였다. 또한, 피팅의 정확성을 증가시키고 히스

테리시스의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보상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각속

도와 각가속도의 부호에 따라 Fig. 4의 경우와 같이 4분할하여 각 

Table 2 Parameters of friction model function

Function
a(×  ) b(×  ) c(×  ) d(×  )

Number
00 87.7 77.84 -99.68 -103.78
10 1513.4 1299.6 1412.8 1237.4
01 135.02 -132.16 144.06 -138.68
20 -1014 -727 862 616
11 -106.42 146.78 99.16 -145.26
02 -20.18 -21.98 25.2 20.44
30 327 209 258.2 157.64
21 40.24 -47.7 32.44 -42.74
12 11.294 13.216 11.56 11.398
03 1.2112 -1.1282 1.691 -0.963
40 -46.82 -27.68 34.46 18.65
31 -7.316 7.154 5.384 -5.576
22 -1.7416 -2.108 1.3146 1.6098
13 -0.5062 0.4884 0.5958 -0.3754
04 -0.02476 -0.02074 0.03708 0.016776
50 2.432 1.361 1.6674 0.8222
41 0.4638 -0.388 0.3016 -0.2398
32 0.12706 0.13216 0.09094 0.10536
23 0.02348 -0.02702 0.016286 -0.01215
14 0.008832 0.007198 0.011582 0.005546

Fig. 3 Test process

Fig. 4 3D Graph of friction - angular velocity - angular acceleration

Fig. 5 Hysteresis and stribeck phenom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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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별로 A, B, C, D로 나누어 마찰 모델을 아래 식 (1) ~ (5)와 

같이 도출하였다.
A. ω > 0, α > 0 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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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ω > 0, α < 0 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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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ω < 0, α < 0 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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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ω < 0, α > 0 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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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ω = 0, α = 0 일 때,
   (5) 

각 식의 파라미터들은 Table 2에 정리하였다. 각속도와 각가속

도에 따른 마찰 토크 보상식의 그래프는 Fig. 6에서와 같이 4개의 

그래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서, 마찰 토크 보상식을 얻기 위

해 수동으로 측정한 데이터의 범위에 한계가 존재하여, 보상 토크

의 최대치를 0.12 [Nm]로 제한함으로써, 마찰 토크 모델식이 높은 

각속도와 각가속도 범위에서 발산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였다. 
위 4개의 식은 각 조건에 따라 1자유도 테스트 플랫폼과 2자유도 

테스트 플랫폼에 적용하여 역 구동 성능과 위치 추종 성능을 각각 

비교하였다.

3. 실험
3.1 1자유도 테스트 플랫폼 실험

도출된 마찰 모델을 1자유도 테스트 플랫폼에 적용하여 Fig. 3
과 같이 수동적으로 역 구동시켰을 때, 토크 센서를 통해 토크값을 

측정하였다[9]. 측정된 데이터의 결과는 Fig. 7과 같으며, 마찰 보

상이 수행되었을 때 측정된 마찰 토크의 크기가 현저하게 줄어들

었다. 즉, Fig. 4와는 다르게 토크의 상한과 하한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마찰 보상이 각속도와 각가속도가 먼저 

발생되어야 적용되기 때문에 Stiction에 대해서는 보상이 완벽히 

수행되지는 않았다. 위 그래프에서 토크의 RMSE는 0.0198로 

2.3장 Fig. 4 데이터의 토크 RMSE값이 0.08102인 것과 비교하

면 마찰 보상을 통하여 마찰 토크가 약 75%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 2자유도 테스트 플랫폼 실험
저자들은 더욱 구체적인 성능검증을 위하여 2자유도 테스트 플

랫폼을 제작하여 마찰 보상식의 성능을 실험하였다[9]. 1자유도 테

스트 플랫폼에서 마찰 토크 보상 효과를 검증하였으므로, 2자유도 

Fig. 6 3D Graph of friction models
(a) Graph of friction-angular velocity-angular acceleration

with and without friction compensation

(b) Graph of friction-angular velocity
with and without friction compensation

Fig. 7 Comparative graphs without and with friction compensation 
using 1-DOF test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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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플랫폼 실험에서는 위치 추종 성능을 검증하였다. Fig. 8은 

테스트 플랫폼의 사진을 보여준다. 본 테스트 플랫폼은 동일한 감

속비의 하모닉 감속기와 brushless DC (BLDC) 모터로 제작되었

으며 관성을 줄이기 위해 2번 관절 구동부를 1번 관절위치에 배치

하였다.
2자유도 테스트 플랫폼의 실험 방식은 중력 보상이 적용된 각 

관절에 joint-space PD control을 통하여 말단지점이 원을 그리도

록 참조 궤적을 설정하였고, 마찰 보상 유무에 따른 말단위치의 

추종 오차의 RMSE를 서로 비교함으로써 제안된 마찰보상을 통하

여 각 관절의 각도 및 모션 추종 성능이 높아지는지 실험적으로 

확인하였다. 참고로, 실험에 사용된 joint-space PD control의 제

어 법칙은 다음과 같다.

   
  

  



 

  


      (6)

여기서 는 참조 위치이고, 는 실제 위치이며, 는 

중력 보상 토크, 는 마찰 보상 토크이다. 또한 는 P gain이

고 단위는 이며, 는 D gain이고 단위는 

Fig. 8 2-DOF test platform

(a) 0.6 sec-period low gain

(b) 0.6 sec-period high gain

(c) 1.2 sec-period low gain

(d) 1.2 sec-period high gain

Fig. 9 Circling motion tracking control without and with friction 
compensation using 2-DOF test platform

Table 3 Comparison of RMS errors for circling motion

RMSE without compensation with compensation result

1.2 sec-period, Low gain : P gain 600 and D gain 10

x-RMSE 0.0082 [m] 0.0077 [m] ↓6.37%

y-RMSE 0.0092 [m] 0.0085 [m] ↓7.39%

1.2 sec-period, High gain : P gain 1300 and D gain 13

x-RMSE 0.0048 [m] 0.0045 [m] ↓4.97%

y-RMSE 0.0053 [m] 0.0049 [m] ↓6.3%

2.4 sec-period, Low gain : P gain 600 and D gain 10

x-RMSE 0.0047 [m] 0.0043 [m] ↓9.84%

y-RMSE 0.0050 [m] 0.0044 [m] ↓12.2%

2.4 sec-period, High gain : P gain 1300 and D gain 13

x-RMSE 0.0027 [m] 0.0025 [m] ↓7.50%

y-RMSE 0.0028 [m] 0.0025 [m] ↓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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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본 실험에서는 의 유무에 따른 위치 추종 성능을 비교하

였으며, 본 실험의 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총 4가지 경우 

(느린/빠른 모션, 작은/높은 제어 게인)에서의 마찰보상 유무에 따

른 추종오차 RMSE를 비교하였다. 결론적으로, 마찰 보상을 적

용하였을 때 1.2초 주기에서 gain에 따라서 추종 능력이 약 5~7%
가 증가하였고, 2.4초 주기에서 gain에 따라서 추종 능력이 약 

7~12%가 증가하였다. 모션의 속도가 느릴 경우 추종 능력이 더 

높아지는 이유는 속도가 느린 구간에서 마찰의 변화가 크기 때문

에 이를 제안된 방법이 더욱 효과적으로 마찰을 보상했기 때문이

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낮은 게인에서 추종 능력 상향이 더 크기 

때문에, 최근 협동 로봇에서 필요한 유연성을 극대화하면서 정확

한 위치 추종을 구현하는 데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 이라

고 생각된다. Fig. 9와 Fig. 10은 각각 4가지 경우의 위치추종 궤적

과 스냅샷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제어의 gain과 속도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추종 성능이 일관성 있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4. 결 론
본 논문은 하모닉 감속기를 사용하는 전기 모터식 구동기에서 

하모닉 감속기에 의한 마찰 토크를 실험을 통하여 모델링 한 후 

마찰 토크를 보상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우선, 실험을 위하여 
1자유도와 2자유도 테스트 플랫폼을 설계 및 제작하였고, 1자유도 

테스트 플랫폼을 사용하여 각속도와 각가속도를 모두 고려함으로

써 히스테리시스까지 반영된 마찰 토크 보상식을 새롭게 모델링 

하였고, 모델링 된 마찰 모델을 각 테스트 플랫폼에 적용하여 마찰 

토크의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검증하였다[9]. 결과적으로 

1자유도 테스트 플랫폼에서 마찰 보상 식을 적용하였을 때 역 구동

에 필요한 토크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2자유도 테

스트 플랫폼에서 마찰 보상 식을 적용하였을 때 말단 지점의 모션 

추종 성능이 증가하는 것을 성공적으로 검증하였다.
현재 제안된 마찰 보상 모델은 stiction의 보상이 완벽하지 않다. 

저속구간에서 실제 마찰 토크와 마찰 보상과의 차이가 있으며, 향
후 chattering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속 stiction 보
상에 대하여 더욱 깊이 연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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